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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포커스

물류거점시설 활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이정윤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화물의 공간적인 이동(物流) 과정에는 상기 활동을 직·

시설들은 대부분 지난 30여 년 동안 효율적인 국가 물류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화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체계 구축과 물류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위해 물류시설을 경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

였다.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부적절한 입지, 과도한 수

송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국제 물류활동은 물론, 대다수

요 추정 등의 문제로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성화가 당초 기

의 국내 물류활동에서도 화물의 출발지(origin)와 도착지

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과거의 물류시설 공

(destination) 사이에서는 수많은 물류시설들이 다양한

급 정책은 신규 물류 인프라의 적기 공급에 중점을 둔 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거점시설의 체계적인

면, 시설 개발 이후 민간의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장려

공급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오래 전부터 국가 물류정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여 물류시설 운영의 공공

책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물류가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

에는 ‘물류 분야는 공공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

작한 1990년대 이래, 정부는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리로 인해 정부 차원의 신규 물류시설 공급 계획은 거의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물

자취를 감춘 상태이며, 지자체 교부 예산에 의존한 화물

류시설을 공급해 왔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및 공공 분

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차 휴게소 조성 사업만이 물

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원활한 수출

류시설 개발 정책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입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항, 국제공항의 배후

그렇다면 이처럼 공공 물류시설 정책이 위축된 근본 원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5대 광역거점별로 구축된 내륙물

인은 무엇인가? 물류시설 정책은 국가 전체보다 지자체

류기지(IFT, ICD), 전국 30여 곳에 건설된 물류단지 그리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물류시설 개발은 공

고 본래의 기능은 비록 쇠퇴하였으나 향후 새로운 도시

공 분야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형 첨단 물류 인프라로서의 변모가 기대되는 물류터미널

물류시설 개발에 민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경우, 관련 정

(및 유통단지) 등이 이러한 공공 물류거점시설의 대표적

책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인 유형이다.

의 물류시설 개발 사업의 공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질문에

지금까지 정부 또는 공공 분야 주도로 공급된 물류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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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향후 바람직한 물류시설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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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론 우리나라 공공 물류시설 개발 정책의
확장성이 제한되는 근본 원인은 소관 법령인 「물류시설

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관리 수단이 부재할 경
우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자체의

따라서 향후 공공 물류시설 개발 정책은 과거처럼 소극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법 제1조는 “물류시

적인 차원에서 용지만 공급하고 실제 물류시설의 건설 및

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운영을 민간 부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물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

류시설 부지와 상부 시설물을 모두 조성하고 이의 활용에

으로 하고 있다. 즉, 법령상 국가가 제공하는 물류시설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화물터미널, 창

고 판단된다.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정부 및 공공 분야(국

고 등의 물류 인프라가 아니라 이들을 건설할 수 있는 용

방, 조달, 농수산물 및 전략물자 비축 등)의 물동량 비중

지(부지)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을 대폭 늘리거나, 해당 시설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저렴한

모든 공공 물류거점시설(항만·공항 배후물류단지, 내륙

사용료를 부과하고 영세한 민간기업(제조, 물류, 유통, 소

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은 부지 조

상공인 및 청년창업기업 등)의 우선 입주를 장려하는 방

성과 연계 교통인프라(도로, 철도 등) 공급에만 국한되었

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물류시설의 운영은 정

고 실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상부 시설은 해당 용지를

부 및 지자체 등의 유관 공단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 직접

분양받거나 운영권을 획득한 민간 기업이 건설하는 방식

수행할 수도 있으나, 민간 전문 운영업체에게 적정 이윤을

으로 추진되었다.

보장해주고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완공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일부 공

한편, 최근 지방 분권화 추세와 더불어 물류시설 개발

공 물류거점시설(특히, 물류단지)에서 실제 물류활동은

정책의 추진 주체도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점차 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터(부지)만 존재하거나, 심지어

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물류시설 개발 사업에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할당된 용지에 주거(아파트), 상업

중앙 정부 예산 투입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물류시설

시설만 먼저 분양·건설되고 물류 활동 자체를 위한 시설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의 조성은 극히 부진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였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중이다. 지자체

이는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 물류시설 공급의 정

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기존 광역지자체별 물류단지 총량

책 목표가 훼손되고 관련 개발 사업의 취지가 퇴색한 주

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가 도입된

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전후에 이

것이나, 기능이 저하된 도심 내 물류터미널(구 화물터미

루어졌던 「물류시설법」 개정 사례들(제50조의 2 내지 3,

널)과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다용도 융복합 활용이 가능

제52조의 2 내지 3 신설 등)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을 허용한 정책이 이의 대표

한 정책적 고민의 산물이라고 평가된다.

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물류시설 용지의 공급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정 산업이 발전하고 성숙함

의 물류시설 개발·운영 방식은 제한된 정부 재정 여건과

에 따라 관련 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맞물려 민간 사업주체를 위한 동기 부여(수익 창출) 그리

되고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성장과 함께 중앙정부의 과도

고 ‘물류 분야는 공공보다 민간의 영역’이라는 전제에서

한 권한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물류시설 용지(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복

는 운영권)를 확보한 민간 기업은 투자비용 회수와 수익

잡한 이해관계와 개발 이권이 결부된 물류시설 개발 사업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물류시설 개발의 정

에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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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존재한다.

물류시설 개발사업 이익의 환수와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일례로 현행 「물류시설법」에는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지 개발 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공사시행 또는 변경 인가

일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물류시설 개발의 주체는 민

과정에서 30여 개 법령과 관련된 협의나 인·허가 등을 의

간이고 정부(공공)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설정한 것에 불

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는 사업기간의 대폭 단

과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축 및 불확실성 해소로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큰 혜택이

필요하다. 굳이 한반도 통합 경제지리 구축에 대비한 거

되기 때문에, 과거 일부 물류시설 개발 사업에서는 이런

창한 신규 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이 아니더라도 물류시설

특혜만을 노리고 물류활동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부동

관련 정책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공공적인 사업

산 개발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

을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 분야에게

다. 또한 최근 물류단지 개발 정책이 ‘실수요 검증’으로 전

만 물류시설 개발 역할이 부여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환된 것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서는 적정 물류시설이 공급되지 못

정도로 물류활동에 대한 의지나 실제 수요없이 물류단지

하여 효율적인 물류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

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필자가

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영세한 경제 주체들을 위한 공공

직접 검토했던 30여 개의 초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

임대형 물류시설의 공급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최종 배송

례의 경우, 전체 사업자의 약 2/3가 부동산 개발업체 또

물류(last-mile logistics)를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는 이들이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SPC)이었으며 이들이

물류시설이나, 낙후된 농촌 및 도서지역의 유통·생활 물

제시한 물류단지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구체성이 결여

류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 물류시설의 추가 공급을 적극

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는 물류단지 입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 의향서의 인감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보인 바 있다.

물류거점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과
제는 기존 시설에 조성된 다양한 민간 물류시설의 공공기

옛 속담에 ‘포졸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잡기 힘들다’고

능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일례로 민간에게 분양된 물

하였던가? 정부가 선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자

류단지나 대부분의 소유주가 민간인 물류터미널에서 물

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고 장려할 일이나, 이

류활동의 공공성 제고를 유도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수행

를 악용하고 순수한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불손한 집단

할 경우 물류시설이나 관련 인프라 개량 사업을 지원하는

을 걸러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

방식인데, 소위 「농안법」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시장 등의

개발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물류시설 공급 정책에는

현대화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례는 좋은 참조가 될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익을 편취하려는 집요하고 악의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새로운 물류시설을

적인 세력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

조성, 공급하는 것에만 주목하였던 물류시설 정책이 향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물류시설 공급 사업에 민간 참여를

에는 이미 조성된 다양한 물류거점시설의 운영 성과를 평

활성화하는 제도에는 철저한 정책 관리 수단과 각종 부정

가하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 물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변화

시설의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

된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에 물류시설 개발 사업을 유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하려는 지자체도 물류시설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마지막으로 향후 물류시설 정책에서 검토해야 할 중요

강화하고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사업 검토를 수행해야 할

한 이슈는 정부 및 공공 소유 부지(내륙물류기지, 항만 및

것이다.

공항물류단지 등)에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인 민간 물류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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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 의왕·양산 ICD, 군포·양산 IFT 등을 필두로 민간
의 물류거점시설 운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조만간 순
차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운영 성
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핵심적인 국가 물류거점시설로
서 합리적인 미래 운영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물류시설
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산업은 공공보다 민간 분야의 역할이 훨씬 큰 산업
임에 틀림없으나, 이를 지원하는 물류거점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은 여전히 정부 및 공공 분야가 주도적으로 담
당해야 할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민간 분야의 자율성과 지
방 분권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물류체
계의 핵심 결절(node)인 물류거점시설의 개발 및 공급 정
책이 특정 집단의 부동산 개발 편의나 사익 편취의 수단
으로 악용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화물의 흐름에는 공공
과 민간이 구분이 없으며, 더욱이 지역 간 행정 경계는 아
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 물류거점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
기 위해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정책수행 방식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공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운영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하루 빨리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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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시론 & 포커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과 고려사항
권혁구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정부는 2014년 6월 27일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한, 이른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법적 근거
가 마련되지 않아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3~2017)」을 변경하여 임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실수요 검
증 제도를 도입한지 4년여가 지남에 따라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는 안정화가 많이 되었다.
그동안 물류단지 총량제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해 왔으
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총량제를 근거삼아 국토교통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해오던 ‘사업 내인가’ 관행
이 일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수요 검증 제도는 이를 근절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공급 총량과 관계없이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물류단지 총량제 시기에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물류단지 지정 단계에서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에 사실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서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검토 요소에서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 검증제도 도입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수요 검증을 수행하고, 물류단지
지정 및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실수요 검증 제도가 안정화가 되었음에도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발
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물류단지가 100만㎡ 이하의 규모로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물류단지 지정권자(인허
가)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전담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 주체
가 불일치함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수요 검증의 운영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분명함에
도 여러 제약요소 및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실수요 검증 권한을 이양하여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수요 검증 제도 전반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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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검증 제도의 이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의 도입 목적은 실수요자 위주로 개발을 유도함으로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투기
적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 실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
한 판단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수요 검증 위원회는 물류, 교통, 도시계획, 금융, 회계 등의
분야에서 총 20~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실제 검증에서는 입주수요와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1~15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추진 절차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자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검증을 의뢰한 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위원이 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실수요 검증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물류단지 총량제 시기의 실수요 검증은 제도적 명칭은 없었지만 물류단지 지정 단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근거는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물류단지개발지침에서는 물류단지 지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16개로 명시되어 있으며, 총량제 시기에는 인허가 주체가 16개 항목을 모두 검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8개 항목은 실수요 검증에서 검토하고, 나머지 8개는 지자체의 물류단지 지정 또
는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수요 검증에서 다루는 항목과 물류단
지 지정(인허가) 단계에서 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혼용해서 다루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표 1>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 검증의 검토 항목 비교
구분

세부사항

지정 실수요
(인허가) 검증

①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

○

②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

○

③ 용수, 상 하수도,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

④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

○

⑤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
물류단지 ⑥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지정 시
⑦ 배후 도시의 여건(지자체)
검토기준
(제5조) ⑧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
⑨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
○
○
○

⑩ 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

○

⑪ 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

⑫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⑬ 물류단지 입주수요의 사전조사 여부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 인력 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
시행자
지정
②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제10조)
③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
○
○
○
○

자료: 물류단지개발지침(제5조와 제10조)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을 물류단지 지정(인허가)과 실수요 검증으로 구분
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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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 분야는 입주수요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며, 각 부문은 다시 세부 평가
항목으로 나뉜다. 실수요 검증위원은 모든 항목이 아니라 해당되는 각 부문에 대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다.
입주수요 또는 물류수요 관점에서는 투자의향서를 포함하여 물류단지 규모, 물류단지 개발·운영, 기존 물류단지와의
차별성, 물류단지의 입지·배치, 물류시설용지 활용계획(실수요자, 입주수요 등) 등의 사업계획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 관점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운영 자금(자기자본, 타인자본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계획이 수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은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실수요 검증 통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시행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입주수요자,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
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실수요 검증위원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타
당한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실수요 검증의 기본 구조라 할 수 있다.
결국,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입주수요와 금융조달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업시행자는 물류창고 운영을 위한 입주수요에 대
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로 함에 따라 재원조달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표 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체계
분야

세부항목
투자의향서의 신뢰도

①
입주기업 수요분석 등
입지수요의 타당성

②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입주기업 물량유치, 입주가능성 등 검토

사업계획의 신뢰도

•물류단지 개발 운영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 사업추진능력 신뢰도

입지선정의 적정성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검토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 여부

물류시설용지 면적 비율

•물류단지 전체 면적(공공용지 제외) 대비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장래 물류수요

•해당지역 물류수요 대비 물류시설용지 신청면적 비율

물류단지 영향

•인근 물류단지와의 영향을 고려한 중복성 검토

자기자본 및 자금
조달계획

•총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자본 조달계획의 신뢰도(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재무상태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자료(신용평가기관 발급)를 활용

토지확보현황

•개발사업 대상부지의 토지확보 비율

자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2의2를 요약하여 정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

추진 실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 도입 이후 2018년 9월까지 총 18차례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사업시

행자는 43개의 사업을 신청(중복 제외)하였고, 평가 결과 25개의 사업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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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량제 시기의 20여 년 동안 물류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27개와 비교하면, 실수요 검증 제도 도입 이후 4년여 동안 25
개의 사업(약 762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총량제 폐지 효과와 더불어 물류단지 개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류단지 개발 수요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대규모 외에도 중소 규모의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물류단지 개발 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
로 특히, 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물류시설 개발 정책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구성 요건의 문제점
많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검

증 통과 이후 지역주민 반대,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업시
행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문제가 있겠지만,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부실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수요 검증과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 분명히 다
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야 함에도 혼용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는 구조라 볼 수 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신청서를 구성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사업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부분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자 관련 증빙서류는 대부분 제출하였으나 입주기업, 투자자 등 사업 참여자 관련 증빙서류 대부
분은 미흡하거나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진위여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3> 물류단지 실수요 신청서의 구성요건 부실 사례
사례
서류 미비

세부내용
날짜 미기입, 기한 경과, 확인 불가, 서류 미제출, 서류 불일치 등

시행능력 의문

사업비 확보 능력 부족, 물류단지(시설, 창고 등) 개발/운영 경험 없음, 사업주체 및 입주업체 불명확 등

사업계획 부실

입주업체의 실수요 입증이 어려움,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계획 부실,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GB, 공공부지 등을 개발 등

자금계획 부실

자기자본/타인자본 조달 계획 부실, 자금 운영계획 부실, 출자/책임 관계 불명확(금융, 시공, 입주자 등)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첨단·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방안 연구(201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두 번째로,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업계획서의 대부분은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하더라도 매우 부실한 상태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사업계획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대부
분이 미비하여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실수요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것임에도 물류관련 계획은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 인허가 관점
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단순 분양에 초점을 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점에서 부지(용지) 개발 계획 관련 사항 위주로 작성되어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사업 내용
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수요 검증과 물류단지 지정(인허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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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상황을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계획서 내용(검증기준)의 문제점
물류단지 개발 사업계획서를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과 연계하여 입주수요와 사업시행능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시행자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탁월할지는 몰라도 물류 관점에서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능력을 확인하
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역량과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중소 규모의 물류단지 개발을 유도하면 사
업성 부족 문제로 사업규모 조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수요 관점에서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유통기업 등이 물류창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입주수요는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필요성, 물류창고 규모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입주기
업의 제출서류, 일반현황, 회사규모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는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서류
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서류 간의 불일치, 기업마다 동일한 입주의향 및 계약관계 서류, 확인 불가능한
직인 사용 등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업체의 상당수는 재무구조상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 외에도 입주기업의 소재지, 취급 품목, 주력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로 입
주하려는 의향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실정이다. 입주수요가 부실한 사업의 사업시행자 대
부분은 물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수요자가 아니고 택지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실현하려는 특성을 강
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수요자라 하면 실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를 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
부분의 사업시행자는 물류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입주수요도 부실한 상태에서 실수요자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
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시행능력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물류활동 경험이나 유사한 개발 실적이 없고, 기업 규모가 영세함에도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역량과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재무구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금융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면, 기업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실수요자라기보다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

■

시사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물류창고 입주수요자, 물류창고 운영자 등

으로 구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의 특성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
정에서 입주수요, 자금조달 등과 연계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수
요 검증에서는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입주수요자, 창고운영자 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고려하여 물류단지 개
발사업의 특성을 가장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사업시행자 = 입주수요자 = 창고 운영자 → 물류시설 실수요자

• 사업시행자 = 입주수요자 ≠ 창고 운영자 → 물류창고 임대사업자(유치수요 상세 검토 필요)
• 사업시행자 ≠ 입주수요자 ≠ 창고 운영자 → 부동산 개발사업자(유치수요 상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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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조달능력으
로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수요 검증 통과 자체도 어렵지만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3개의 핵심적인 평가 요소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표 4>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항목별 중요도 비교
평가부문

평가방법

점수

중요도

입주수요 신뢰도

정성

20

매우 중요

사업계획 신뢰도

정성

20

매우 중요

입지선정의 적정성

정량

20

보통

물류시설용지 면적 비율

정량

20

보통

장래 물류단지 수요

정량

20

보통

주변 물류단지 영향(거리)

정량

20

보통

사업비 조달계획

정성

40

매우 중요

재무상태 건전성

정량

20

중요

토지확보 현황

정량

20

보통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류수요)

사업수행능력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첨단·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방안 연구(201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그렇다고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물류단
지 개발을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사업계획서 대부분은 물류단
지 실수요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허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인
허가 관련 내용은 실수요 검증에서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가 결과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이다. 실수요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실수요
검증 관점이 아니라 인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수요 검증의 도입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못하게 막는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리려는 노력은 실수요 검증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고려사항
■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 준비
현행의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인허가)와 실수요 검증 평가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 검증 권한

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실수요 검증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현실적
인 어려움과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물류단
지 지정(인허가)으로 구분되는 각각의 절차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고려하
거나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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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실수요검증위원회와 물류단지심의위원회(인허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운영에
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수요 검증위원회는 물류, 금융,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물류단
지심의위원회와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수요 검증을 하고
지자체에서 물류단지 지정(인허가)로 구분하여 인식하던 제도가 지자체에서 모두 수행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실수요
검증과 물류단지 심의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수요 검증과 물류단지 심의에 대
한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실수요 검증위원회는 물류, 금융,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데 전문가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부문은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이 금융기관의 지점(지사)이 아닌 본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
조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면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여건이 어려울 경우 중앙정부에 실수요 검증 업무를 위탁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실수요 검증 방식으로 대응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물류 관련 조직의 규모가 매우 작아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작 1~2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처한 물류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류정책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라는 전문적인 업무를 처
리하기에는 조직, 인원, 전문성, 물류여건 등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수요 검증을 단순화 한 후 물류단지 지정 업무와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 역량
이 강화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 검증을 위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거나 구속력 있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마련하여 평가체계를 단순
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실수요 검증 평가방식은 전문가가 아니면 평가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수요 검증
을 위한 최소 요건만 설정하는 단순화를 도모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에서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수요 검증을 위한 최소 요건은 입주수요와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책임소재
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입주수요와 관련해서는 의향서(투자, 입주 등)를 확약서로 전환함으로서 입주기업, 금융
기관, 시공사 등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예: 15%) 이상을 확충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물류단지 개발·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명확히 또는 의무
화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실수요 검증체계 개선
현행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방식은 관련서류 확인부터 사업계획서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모든 과정을 실수요 검

증위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검증위원은 사업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관련서류 및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일치여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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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규제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사업이 원
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물류단지 개발 이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단계별 검증체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실수요 검증위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
도록 실수요 검증과 더불어 지원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3단계의 실수요 검증체계 도입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구성 요건과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담당자는 제출된 사업계
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증위원이 쉽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과 증빙서
류 대부분을 제출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금융기관, 시공사 등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 여기서 담당 공무원은 서류제출 여부,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 사업계획 내용 수록 여부 등을 철저하
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사업계획서 구성요건의 검토방안
구분
투자의향서
부문
입주기업
수요분석 등
입지수요의
타당성

세부내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입주의향서, 입주계획(사유), 기타 등
서류제출 여부
•제출서류가 부적합(위조, 불일치, 확인불가 등)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물류단지 개발면적 대비 유치가능 수요 제시 여부

사업계획 부문

•물류단지 개발 운영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제시 여부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 사업추진능력 제시 여부
•물류단지 면적(공공용지제외) 대비 물류시설용지 비율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 제시 여부
•주변 물류단지 개발 및 입주 실태 자료
•주변 물류단지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 제시 여부

토지확보 부문

•물류단지 개발부지의 토지소유 현황 및 확보계획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서류 등 토지확보 관련 서류제출 여부
•물류단지 토지수용 대상 부지 특성(타분야 개발계획, 국공유지, 출입구 주변, 주요 개발지역 등)
제시 여부

자본조달 부문

•용지비, 공사비, 건축비 등 총사업비 산출 여부
•입주기업의 사업참여 여부
•사업참여자의 자금조달 계획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타인자본 조달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서류의 진위(위조, 불일치, 확인불가 등) 여부, 대표인감
(사용인감계 첨부 포함) 날인, 각종 조건 등을 검토

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첨단·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방안 연구(201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2단계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검증하고, 1단계에서 검토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보완·수정
을 요청할지 신청서를 반려해야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
장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대상 부지는 표고차가 큰 임야를 많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물류 자체의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평가체계도 다소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
업계획서를 반려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실수요 검증 관련 세부 규정과 절차가 마련된 이후에는 실수요 검증위
원회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검증위원은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
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규제적인 측면의 평가보다는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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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포커스

하는 자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
를 반려, 보완 요청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 검증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의결을 통하여 반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은 검증위원회의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
지 검토 및 정리하고 검증위원회는 최종 확인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정 보완된 사업계획서가 여전히 미
흡할 경우 실수요 검증 평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내실 있는 실수요 검증을 시행하는 것이다.

<표 6>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방안
구분

세부내용

• 일
 반현황: 업종(제조, 도소매업, 물류 등) 및 취급 화물, 소재지(본사, 공장, 영업소 등) 등을
고려하여 입주 가능성 검토
투자의향서
부문

• 업
 체규모: 자본금, 자본총액(자산총액-부채총액), 매출액, 물류비, 물동량 등을 중심으로 신청면적
대비 물류창고 입주 가능성 검토(토지분양/임대, 물류창고 건축, 물류장비 확보 등)
• 입
 주계획: 입주기업의 물류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사유의 타당성, 입주 전후의 물류체계 변화 등에
대해 검토
•물
 류단지 개발 운영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 실수요 측면에서 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
- 개발사업지 현황 및 물류환경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단순 나열식은 평가 배제)
-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전략과 입주기업과의 연관성
- 주변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와 비교하여 조성비의 적정성

입주기업
수요분석 등
입지수요의
타당성
사업계획 부문

• 사
 업시행자의 전문성 등 사업추진능력 제시 여부
- 물류시설(물류창고, 물류단지 등) 개발 및 운영 경험
- 사업시행자의 주요 업종 및 매출구조 상 연관성
-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추진 능력

• 물
 류단지 면적(공공용지제외) 대비 물류시설용지 비율
- 물류시설용지 면적 / 물류단지 면적(물류+상류+지원 등)
- 상업시설과 지원시설 중심의 물류단지 개발 우려 검토

• 물
 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 제시 여부
-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측면, 관련 규제(교통, 환경, 수자원 등), 산업 및 물류환경 등에서의
입지 적정성
- 사업비(공사비) 등의 관점에서 입지 적정성
물류수요 대비 물류단지 개발규모의 적정성 검토
• 해당지역의


• 주
 변 물류단지와의 물류기능, 입주업체 등의 중복에 따른 공급과잉 및 활성화 저해 가능성 검토
토지확보 부문
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 토
 지소유자를 고려한 토지수용 가능성 검토

개발부지 형태를 고려한 개발 가능성 검토
• 물류단지

• 토
 지확보계획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 총
 사업비의 산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

자본조달 부문

확보를 통한 사업초기의 안정성 검토
• 자기자본


• 사
 업비 확보 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사
 업참여자(입주기업, 투자자,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가능성 검토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첨단·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방안 연구(201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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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는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4년여가 지나면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많
이 안정화되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 실수요 검증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이양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 이양은 당연하고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실수요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수용 가능성과 더불어 실수요 검증 체계를 지자체의 실정과 여
건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담인력, 전문성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수요 검증 체계는 물류단지 지정(인허가) 업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 검증 제도의 평가체계는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가 확보 자체도 어렵고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일일이 자문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이것은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을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의 실수요 검증 신청 건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매 분기
별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지만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1년 내내 전혀 없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운
영에 따른 행정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거
나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의 지방이양과 실수요
검증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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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화물운송시장
국내외 동향
●


일본에서의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지침 소개
-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 -

●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영향

●

물류분야의 드론 응용 동향

●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개발 현황과 국내 시장 적용방안

PART II

화물운송시장 국내외 동향

일본에서의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지침 소개
-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 이창섭 / 물류연구본부 책임전문원

들어가며
일본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 동시 발표)에서는 화물트럭 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연계하여 실시한 화물트
럭 운송사업의 대기시간 감소 및 하역작업의 효율화 등 장시간 노동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 및 후생노동성에서는 화물트럭 운송사업 거래환경의 개선과 장시간 노동의 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환
경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학계, 운송사업자, 화주, 노동조합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화물운송의
거래환경·노동시간개선 협의회」를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 설치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에서 화물트럭 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제휴하여, 대기시간 감소 및 하역작업의 효율화 등 장시간 노동의 억
제를 도모하기 위한 파일럿 사업을 2016년도부터 2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그 성과를 “화주와 운송 사업자의 협
력을 통한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정리하였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지침 개선을 위
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2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얻은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
·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협력에 의한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소개

이에 본 고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에서 2018년 11월 6일 발표한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지침”을 2차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지침과 사례 1을 소개하며, 다음 호에 나머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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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책정의 경위
일본에서는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다른 업종의 노동자에 비해 장시간 노동 실태에 있어, 노동 기준 관계 법령 및 「자동
차 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이하 「개선 기준 고시」라고 한다.) 위반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뇌·심장 질환의 산재 지급 결정 건수도 많아, 그 노동 조건 및 안전 위생의 확보·개선을 한층 더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화주와의 관계에서 화물트럭 운송사업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중적인 도급 구조에서 적절한 운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 화주, 행정기관 등의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화물트럭 운송사업의 거래환경의 개선과 장시간 노
동의 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정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및 공익사단
법인 전일본트럭협회가 사무국이 되어 「화물운송의 거래환경·노동시간개선 중앙협의회」를 설립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설
립취지에 따라 2016년도, 2017년도의 2년에 걸쳐 일본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협력하여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여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성과로서 이번에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거래환경과 노동시간의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정리하였다.
2017년 7월부터 새로운 화주권고제도의 운용이 시작되는 등,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화주의 법규준수
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 지침을 참고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자주적·적극적으로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대책의 추진 방향
한마디로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도대체 무엇부터 손을 붙이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분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도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
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본 지침은 먼저 ①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노력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개관 한 후, ② 실제 현장에
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유형과 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한 파일럿 사업을 정리한 별책의 「사례집」을 작성했다. 사례집은 본 지
침에서 「개선을 위한 활동 유형」에 맞춰 정리되어 있으므로, 지침을 활용한 검토와 병행하여 사례집을 참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현장에 맞는 형태로 화주와 함께 거래 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그럼 먼저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지침의 진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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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지침」의 진행 방식

개선을 위한 단계

1단계

·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검토의 장을 마련한다.

2단계

· 노동 시간, 특히 대기시간과 하역시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3단계

· 대기시간의 발생 등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검토, 파악한다.

4단계

·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업무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선에 힘쓴다.

5단계

·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에 알맞은 비용 부담을 검토한다.

6단계

· 개선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한다.

7단계

· 지표의 달성 상황을 확인, 평가함으로써 더욱 개선에 힘쓴다.

거래 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을 정리했습니다.(国土交通省自動車局貨物課, トラ
ックドライバーの長時間労働改善等の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ました),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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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지침」의 단계별 대책의 구체적인 그림과 흐름
단계별 대책의 구체적인 그림과 흐름
1단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소의
설치

운송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이상적!

2단계
노동시간, 특히
대기시간과
하역시간의 파악

3단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파악(예: 대기시간과
하역시간의
발생원인 등)

근무시간(운전시간, 대기시간,
하역시간 등)의 실태를 제대로
숫자로 파악한다!

화물 대기나 하역시간이 원인이
되어 근무시간이 긴 경우
“왜 대기가 일어나는가”
“왜 하역에 시간이 걸리는가”를
파악한다.

4단계
업무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선에 임하다

시간이 걸리고 있는
작업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선에 대한 대책을 검토!

5단계
응분의
비용 부담을
고려

6단계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관계자간의 협의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설정!

7단계
목표수치와 실제 값을
비교·검증하여 새로운
개선에 활용!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을 정리했습니다.(国土交通省自動車局貨物課, トラ
ックドライバーの長時間労働改善等の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ました),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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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사례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을 위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하며 첫 번째 사례로 예약접수시스템의 도
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 예약접수시스템의 도입]
먼저 도착한 트럭부터 순서대로의 적재·하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빠른 순서를 얻기 위해 많은 트럭이 집하처·배송처
에 필요 이상으로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하지만, 화물의 출하·수하에 대해서는 처리 능력의 제약이 있기 때
문에 일정한 속도로 수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장시간의 대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예약접수시스템 등을 도입·활용하여 접안장소(Berth)마다의 하역 예정시간을 미리 결정하여
① 운송사업자들의 도착시간을 예측한 운행계획 수립
② 화주 측의 창고 내 작업 준비
가능해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화주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창고 내부 작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하역 작업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림 3 일본의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지침」의 예약접수시스템의 도입 사례

물류시설
시스템에
예약내용이 반영

작업자는 창고 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등으로
예약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

제시된 여러 예약 가능 시간에서
도착시각을 선택하고 예약
하역 작업 완료 후 출발

예약시간에 맞춰서
물류 시설에서 접수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을 정리했습니다.(国土交通省自動車局貨物課, トラ
ックドライバーの長時間労働改善等の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ました),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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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사례1 : 일관 팔레트화(Palletization) 및 접수예약시스템으로 체재시간을 단축 (야마나시 현)
•성공의 포인트
① 동일한 팔레트를 공동 이용하는 팔레트 풀 시스템(PPS: Pallet Pool System)을 채택
② 송·수화주, 트럭운송사업자의 3자 대화로 방향성과 과제를 공유
그림 4 일본의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지침」의 예약접수시스템의 참고사례1

Before

도착순 접수

대기

수작업 하역

물류센터

창고 팔레트에
환적

자동창고

식품
제조
공장

물류센터

After
도착시간 예약

정시도착
자동창고
팔레트 상태로
하역

식품
제조
공장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을 정리했습니다.(国土交通省自動車局貨物課, トラ
ックドライバーの長時間労働改善等の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ました), 2018.11.6.

(2) 참고사례2 : 외부창고와 정보시스템 활용에 의한 대기시간 절감 (후쿠이 현)
•성공의 포인트
① 송화주가 외부창고 활용을 전제로 하여 생산계획을 개편
② 원청사업자가 출입·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트럭운송사업자에게 공개
③ 실제 운송사업자가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의 출근 시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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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한 지침」의 예약접수시스템의 참고사례2

Before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짐

협소한 출하장

확충이 불가능

생산에
맞추어
출하

After

근무시간이 길어짐

집하 시간
예측 불가

출입·추적 관리 시스템

대기시간·근무시간
단축

각각의 작업이
완료되면
■가 표시된다.
외부창고를 활용
수시출하
인기상품(연간판매상품)의 제작
출근시간을 늦추고
차고 대기시간 감소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지침을 정리했습니다.(国土交通省自動車局貨物課, トラ
ックドライバーの長時間労働改善等の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ました), 2018.11.6.

마치며
본 고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화물과에서 2018년 11월 6일 발표한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협력을 통한 거래
환경과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지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지침과 사례 1을 소개하였으며, 다음 호에 나머지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지침은 2016년도부터 2년에 걸친 파일럿 사업의 결과물로써, 학계, 운송사업자, 화주, 노동조합 등의 관계자로 구성
된 「화물운송의 거래환경·노동시간개선 협의회」에서 정리한 것으로 운송업계뿐만 아니라 화주까지 포함하여 장시간 노
동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화주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노동시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일이 있다. 즉, 아주 적은 작
업 개선에도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노동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또한 그러한 아주 적은 작업개선이 물류비용의 절감과 공급망 전체의 효율화, 최적화로 연결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주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와 함께 거래환경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1. 國土交通省自動車局貨物課, トラックドライバ の長時間勞働改善等のガイドラインをまとめました,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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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영향
허진수 / 물류연구본부 주임전문원

들어가며
지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재난상황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지·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9월 26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11월 8일 비상·상시 미
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춰 주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관련하여 환경부 및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살펴보고
관련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2013년 12월 정부는 8개 기관(환경부, 안정행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처)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최근의 발표한 저감대책으로는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최근에 발표한 3개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비교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6.3 대책) VS.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9.26 대책)
2016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경우 2021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14%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

규제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경우 목표치를 강화하여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
감축을 목표 설정하였으며, 이에 6.3대책에서 제시하였던 세부 추진전략의 목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환경협력 강화,
통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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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6.3 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9.26 대책) 비교

구분

종전 6·3대책

금번 종합대책

1단계

• ’21년 국내배출 14% ↓

• ’22년 국내배출 30% ↓

석탄
발전

•신규석탄발전설치원칙적금지
•신규석탄발전배출기준강화

•노후발전소 봄철(3~6월) 가동
•중단 및 임기내 조기폐지(新)

•’25년 11%로 확대

•’30년 20%로 확대(强)

발전

재생에너지

-

먼지관리

산업

수송

•먼지총량제 시행(新)

•NOx 배출부과금 신설 검토

•NOx 배출부과금 신설(强)

총량관리

•수도권 총량관리

•수도권 外총량관리 지역 확대
(충청·동남·광양만권)(强)

친환경차

•전기차 등 보급

배출 부과금

선박·
건설기계·
이륜차

노후
경유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强)
•친환경차 협력금제(新)

•선박·항만 관리 강화(新)
•건설기계 배출 저감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强)
•이륜차 관리 강화 및 전기 이륜차 보급(新)
•운행제한 지역 확대
(충청·동남·광양만권)(强)

•수도권 운행제한

-

환경기준

민감
계층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9기) 원점
•재검토로 4기 LNG로 전환(强)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교육·환경
서비스

•매뉴얼 마련 및 교육·홍보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화(新)
•민감계층실내미세먼지기준신설(新)
•교육시설 인근 측정망 확충(强)
•실내체육시설 설치(新)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新)
•민감계층 찾아가는케어서비스(新)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 제도 도입(新)

의제 격상

•한·중·일 환경장관

협약 체결

-

•한·중 정상회담(强)

국제
협력

※ (强) : 기존대책 강화, (新) : 신규대책

자료: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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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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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9.26 대책)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1.8 대책) 비교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기존

••참여대상
- 공공부문 중심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변경

••참여대상
- 민간 의무참여 확대(’19.2.15~)(强)

••조치사항
- (수송) 차량2부제
- (생활) 옥외배출원 저감 위주
- (발전) - (알림) 경보 (150㎍/㎡)시 재난문자

•조치 사항

••발령요견
- 오늘(실측)·내일(예보) 50㎍/㎡ 초과

•발령요건(强)

- (수송) 배출가스등급 운행제한(强)
- (생활) 지하역사 등 미세먼지 집중제거(强)
- (발전)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新)
- (알림) 주의보(75㎍/㎡)시 재난문자(强)
- ① 오늘 주의보(75㎍/㎡ 이상 2시간)
+ 내일 50㎍/㎡ 초과
- ② 내일 75㎍/㎡ 초과
* ① 오늘 일시적 고농도
② 내일만 나쁠 경우 추가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차(新)

•경유차 대책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50~70%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경우승용차 위주 조기폐차 보조금

••선박·항만
- 선박유 황 함유 3.5%
- 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경우지 →LNG)

2
미세먼지
상시저감

••경유차 대책
-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强)
-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强)
- LPG 1톤 화물차 신차교체 보조금(新)
- 중·대형차 폐차보조금 현실화(强)
••선박·항만
- 0.5%(일반해역), 0.1%(배출규제해역)(新)
- 연료 전환 의무화(强)

••발전
- 유연탄 ＜ LNG 과세(1 : 2.5)
- 경제급전(변동비에 명목비용만 반영)
- 노후 석탄화력 봄철 가동중지

•발전

••생활/사업장
- 수도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 LNG 시설 배출기준 80~150ppm
- 대형사업장 위주 굴뚝감시

•생활/사업장

••컨트롤 타워
- 국무조정실 중심 정책조정
- 환경부 중심 실무대응

••컨트롤 타워
- 면·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위원회(新)
- 법무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新)

••원인규명 연구
- 국립환경과학원 중심

••원인규명 연구

••국제협력

••국제협력

-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연구·기술
협력 사업 추진(’18.6~)

- 유연탄 ＞ LNG 과세 (2 : 1)(强)
- 환경급전(환경비용 반영(新)
- 배출량 기반 가동중지(强)
- 저녹스보일러 지원 전국으로 확대(强)
- 배출기준 40~60ppm(强)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新)
- 동북아청정개시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강화
(’18.11~)(新)
- 남북협력 추진(新)

자료: 환경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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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종전의 패러다임은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 관리,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 연구협력 단계에
서의 국제공조, 대기오염물질 중심 정책 및 개별 연구기반의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경우 전국의 우심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을 확대 설정하였고, 통합적인 관리, 실질적인 저감 방식의
정책추진, 인체위해성 저감 중심 및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통한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대책을 살펴보면 2016년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비교하여 2017년도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 협력금제 신설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되었음
을 알 수 있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9.26 대책) VS.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1.8 대책)
9.26대책에서 발표한 5개 부문 58개과제를 통하여 가용가능한 규제조치를 추진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지원

대책을 병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및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미흡 등 성과에 대한 불만족과 경유
차 운행제한 및 고농도 시 불법행위 단속 요구 등의 국민의견과 수송용 에너지가격 조정 및 석탄발전 감축 등 보다 근본
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세먼지 여건의 악화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농도 시기(겨울, 봄) 단기 비상저감조치, 평상
시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위한 추가 감축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8일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 취약계층 보호와 건강피해 저감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대응 및 경유차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비상·상
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다양한 정책 중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LPG 1톤 화물자동차 신차교
체 보조금을 신설하고, 중·대형차 폐지보조금을 현실화 한 것이다.

환경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VS.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정부의 고강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부흥하여 주요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특
히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친환경
차 도입 등 공통사업을 제외한다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서울형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
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가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도이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서울시 상황에 맞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1 내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

량을 대상으로 수도권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노후경유차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다만,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은 예외로 하고 있다.

1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 9. 26)에서는 2020년에 충청, 동남, 광양만권으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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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도권 운행제한지역

대기관리권역
Ⅰ단계(’17년)
Ⅱ단계(’18년)
Ⅲ단계(’20년)

••Ⅰ단계(’17년): 서울지역
•Ⅱ단계(’18년):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 시
•Ⅲ단계(’20년):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시)

자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그림 3>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단계별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단속은 단속장비(2020년까지 수도권에 157개소 설치·운영예정)를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며, 1차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2차위반이후 과태료 20만원/회(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서울시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21:00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란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량 중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 차량, 배출가스 저
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및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 개조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의 경유차량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예
하였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경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통행제한 위반과 함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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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교
구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추진부서

환경부

서울시

관련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한차량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 다음에
•2005년

해당하는 차량
-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차량
•총중량 2.5톤 미만의 경유차
•기초생활 수급자 차량

유예대상

제한시기

상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회(최대 200만원)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
•저공해조치를 취한 차량은 예외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
※ 2019년 2월 28일까지 유예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06:00~21:00까지)
10만원

자료: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서울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2018.8.2.

결언 및 시사점
미세먼지의 문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미세먼
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강도 관리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발전, 산업, 수송분야 등 미세먼지 발생부분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하고 민감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미
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련한 정책으로는 LPG 1톤 화물자동차 신차교체
보조금 지급, 중·대형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급 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있는 반
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과 같은 규제정책도 있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수도권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충청, 동남, 광양만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도권내 교통관리를 목적으로 5톤 이상의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도심 진입제한 정책
이 있었으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그 취지나 목적상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또한 노후경유차
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등 관련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한 긍적적인 측면도 있으나, 서
울시의 경우 환경부가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와 유사한 제도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시 과태료
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보인다.
전국에서도 미세먼지가 극심한 서울시의 상황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향후 노후경유차 통행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강화될 예정인 만큼 노후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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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폐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적으로도 미세먼지 배출관리 뿐만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만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같은 차량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2016.6.3
2.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26.
3. 환경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2018.11.8
4. 포스코경영연구원, 「심각해진 미세먼지, 정부의 대책은?」, 2016.12.15
5.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서울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2018.8.2.
6.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2019.1.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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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의 드론 응용 동향

김소형 / 물류연구본부 연구원

들어가며
드론 배송이란 드론의 기체에 전용박스 등 배송 물품을 장착한 후 공로로 배송 하는 것이다. 물류분야에서 드론은 배
송거리, 배송시간, 비용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 및 산간지역과 같은 외진지역으로의 배송뿐만 아니
라 의약품이나 수혈용 혈액 등 긴급배송에서도 최고의 선택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물류창고에서 일반가정이나 사무실로의 배송은 배송거리는 짧으나 도로배송으로 비교적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
되어 “라스트 원 마일(last one mile)”이라고 불리는 물류말단의 효율성 제고가 물류업계의 큰 과제이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기술개발부분에서 선구적이며, 최근
에는 유럽 각국과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13년 아마존이 ‘프라임에어’라는 배송서비스를 시
행한 후, 다른 대형 유통업계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배송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외 물류 기업의 드론 응용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국외 사례
■
◦ 아마존(미국)

아마존은 2016년 12월, ‘프라임에어(Prime Air)’를 발표한지 3년 만에 영국 캠브리지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드론으로
TV셋톱박스, 팝콘 한봉지를 배송하는데 성공했다. 프라임에어는 소형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최대 5파운
드까지 배송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1 아마존은 미국 내 50여 개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반경 25km 이내에 있는 장소로
2.5kg 미만의 물품을 드론으로 3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하다.2
1 Amazon웹페이지(https://www.amazon.com/Amazon-Prime-Air/b?ie=UTF8&node=8037720011), 검색일 2018.12.21.
2 아마존

매출 중 2.26kg 이하 물품이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드론배송료는 1달러로 예상. 아마존 배송용 드론은 수직으로 이륙해 122m 높이에서 시속
24km으로 비행하며 장애물을 인지하고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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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마존 프라임에어

자료: Amazon웹페이지(https://www.amazon.com), 검색일 2018.12.21.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아마존의 드론 관련 특허 점유율은 5% 수준으로 특허 수는 기업규모에 비해 적지만 물류·택배에
관련된 권리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여 물류저장 및 관리, 비행 및 안전관리, 충전 및 유지보수, 물
품 배송 등과 관련된 혁신적인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향후 드론 배송이 실현될 경우 가장 강력한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3
그림 2 물류・택배 분야 아마존 주요 특허
집단 무인 드론

다층형 드론 물류센터

항공기 충돌 방지

공중 물류센터

비상시 자동 파괴

수직비행 드론

수중 물류센터
착륙용 다리

전력선 자기장
이용 충전

운송기관(기차, 배 등)
활용 충전 및 유지보수

물류저장

비행운행

충전

배송

전봇대, 가로등
활용 충전

고객과 대화하는 기술

해킹 드론 보호

에어백 활용 배송

제스처, 소리에
반응하는 드론
낙하산 활용 배송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로 보는 아마존(Amazon) 드론 물류 혁명, 2018.5.21.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허로 보는 아마존(Amazon) 드론 물류 혁명,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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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 물류창고 특허를 취득하면서 드론 배송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중 물류창고란 필요 물품이 담긴 창
고를 하늘에 띄워놓은 다음, 지상의 관제시스템과 연결을 통해 주문이 접수되면 드론으로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시스템
이다. 창고가 하늘에 떠 있으므로 교통체증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신속하게 배송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날씨·
장소·물건 등에 따른 예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수요가 급변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은
물품 낙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드론 등이 오작동할 시 파편화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그 예다.4
5

■
◦ UPS

(미국)

UPS는 화물차 상단에서 드론이 이륙해 자동으로 택배를 수취인 집으로 배달한 뒤 화물차로 돌아오는 테스트에 성공
했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음지점으로 계속 이동하여 또 다른 택배를 보낼 수 있다.
그림 3 UPS 서비스 제공 그림

자료: UPS웹페이지(https://www.ups.com/us/en/services/knowledge-center/article.page?name=5-tech-trends-inspecimen-logistics&kid=a0f63db), 검색일 2018.12.13.

UPS는 최근 Gavi, Vaccine Alliance 및 로봇공학 회사인 Zipline과 협력하여 중동 아프리카 르완다의 외딴 지역으
로 혈액과 기타 생명을 구하는 의료용품을 드론으로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6

■
◦ DHL

(독일)

DHL의 경우 2013년 ‘파셀콥터(Parcelcopter)’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드론을 이용해 배송을 시작했다. 2014년 9월
부터 12월까지 약 12km 비행 거리를 운항하여 Juist의 섬까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파셀콥터는 연구기간 동안 40회의 비
행을 완료했으며 2건의 응급 상황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었다. 2016년 1월에서 3월에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해발 약
1,200m의 계곡에서 고원까지의 왕복 8km의 운행에 성공했다. 화물은 스포츠용품 및 긴급 의약품이었으며 겨울철에는
자동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8분 만에 도착했다.
4 글로벌이코노믹,

아마존, 떠다니는 창고 특허 취득…드론 배송 가속화(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831085540891925b4ac5ede_
1&md=20180831090353_J), 2018.8.31.
5 UPS웹페이지(https://www.ups.com), 검색일 2018.12.13.
6 DHL웹페이지(https://www.dpdhl.com), 검색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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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알프스지역 비행 사진

자료: DHL웹페이지(https://www.dpdhl.com/en/media-relations/specials/dhl-parcelcopter.html), 검색일 2018.12.13.
7

■
◦ 라쿠텐

(일본)

라쿠텐에서 드론을 이용한 주요 사업은 ① 새로운 편의 제공, ② 물류 지원, ③ 긴급인프라 구축의 세가지이다.
2016년 5월 지바현(千葉縣) 골프장 코스에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식음료, 골프용품 등을 주문하
고 드론으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드론은 라쿠텐이 출자하고 ACSL이 개발하여 라쿠텐과 공동으로 개량·개
발하고 있으며, 헥사콥터 타입의 회전날개를 6개 갖춘 5인치 크기의 드론이다. 최대 적재량은 약 2kg이며 비행 가능한 거
리는 약 5km로 GPS와 화상인식 등을 조합함으로써 지정된 장소에 안정적으로 배달 할 수 있다.
그림 5 라쿠텐 드론 배송

자료: Rakuten, ドローン物流サービスの実例と今後の展望

7 武藏行政書士事務所(https://crimina-l.com/),

검색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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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지바시(千葉市) 신도심의 옥상(높이 23.4m)에서 약 150m 떨어진 공원으로 와인(720ml) 배송에 성
공했으며 11월에는 앱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해상을 700m 통과해 배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 실험으로 휴대 전화의
LTE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제어가 안정적이였다는 것과, 추락시 낙하산 동작을 확인 했다. 또한 2017년 10월 31일 라쿠텐
은 로손과 협력하여 후쿠시마에 주 1회 한정으로, 주문 된 상품을 지정된 수취 장소에 드론으로 제품을 배달했다.
■
◦ 징동,

순펑 등(중국)

최근 중국에서 드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위안통(圓通)연구원의 “드론 전망해석과 택배물류업 응용보고서
(无人机前景解析与快遞物流行業應用報告)”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산업용 드론 시장규모가 164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동(京東)이 2015년 드론 사업을 시작해 간선급-지선급-말단급의 3급 스마트 물류 체
계를 발전방향으로 삼아 2017년 말단급에서 드론 상시 운행을 시작했다. 또한 중국우정(中國郵政), 순펑(順丰, 2017년
10월 26일), 위안통(圓通, 2017년 7월 21일) 및 중통(中通)도 지난 2016년과 2017년 동안 드론 비행 테스트를 마쳤다.8
한편 중국 화동민항관리국(民航華東地區管理局)은 2018년 3월 27일 순펑 홀딩스의 자회사 장시펑위순투커지(江西丰
羽順途科技有限公司)에 드론 운영 예비 허가증을 발급했다. 이것은 물류 배송에 드론 사용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허가

한 것이다.9 또한 최근 드론 사용을 규제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하며 드론 산업의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항국(民航局)에서 민간무인항공기 운항활동관리방법(民用无人駕駛航空器經營性飛行活動管理辦法)
을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총 3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접근 및 규제 요건
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행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방법, 적용 범위, 진입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동향
국내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드론 택배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실제 우편물을 드론에 싣고 도서지역 배송에 성공한데 이어, 2018년
8월 8일 영월우체국에서 해발 780m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 별마로천문대로 우편물 배송 시범운영에 성공하였다. 자동차
로 배달하는 경우 9km의 산악도로를 30분 이상 달려 우편물을 배달해야 했으나, 드론배송은 빠른 시간에 간편하고 효
율적으로 배송업무가 가능함을 증명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에 우편물 드론 배송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자체 드론 활용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배송 운용요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드론 배송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서·산간지역에 드론 배송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에는 우체국현장에 드론 배송을 적용
할 계획이다.10

8 京东X事业部 京东大数据研究院, 世界物流无人机产业发展年度报告(2017-2018), 2018.8.28.
9 人民日报,

全国首个无人机航空运营（试点）许可证颁发( http://finance.people.com.cn/n1/2018/0328/c1004-29892598.html), 2018.3.28.
10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우체국 드론, 산간지역 우편물 배달 성공”,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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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범운영지역

해발: 780M
거리: 2.3Km
별마로천문대

영월우체국

자료: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우체국 드론, 산간지역 우편물 배달 성공”, 2018.8.8.

<표 1> 드론 배송 시스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배송
규격

•배송 대상: 생필품, 등기, 소포 5호 이내 등
•물품 규격: 부피 48cm×38cm×34cm(5호), 무게 10kg 이내

드론
사양

•배송 시간/거리: 최대 왕복 40분 및 왕복 20km 내, 시속 30km
•탑재 장비: 카메라, 택배 보관함, 정밀이착륙 제어장치
•실시간 지상 관제시스템/통신시스템
•운영시스템(비행 임무 계획 수립, 분석/통제)
<관제 차량>

<차량 내부>

드론 관제
시스템

자료: 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 “우체국 드론, 산간지역 우편물 배달 성공”,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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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1

우리나라는 드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 운영성능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안전·통
제·시험·정비 시설이 구축되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장을 운
영할 계획이다.12 현재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수송, 시설물관리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적정 규제수위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시범공역은 총 10곳으로 늘게 되었고, ’16년 1차(’16. 2.~’17. 3.)로 시작한 시범
사업은 ’17년 2차(’17. 4.~’18. 6.)에 이어 3차(’18. 6.~’19.상반기)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7 시범공역 위치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 지정”, 2018.6.19., p.4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
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 지정”, 2018.6.19., p.4
1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내 최초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보은·영월·고성 첫 삽”, 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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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분야

•물품 수송 : 화물운반, 재난지역 및 격오지 구호품·의료품 전달
•산림 보호 및 재해 감시 : 산불예방, 잔불조사, 병충해 진단 등
•시설물 안전진단 : 교량, 철도, 건물, 고압 송전선 등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순찰 : 측량, 국토조사, 민원 및 재난현장 조사 등
•해안 및 접경지역 관리 : 불법어로, 해안선 안전 감시 등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 통신능력, 제어기술 및 영상 스트리밍, 충돌회피, 식별 등
•레저 스포츠 및 광고 등 : 취미/오락, 드론 게임, 촬영, 광고 등

■
◦ 드론관련

특허13

2013년까지 전무했던 물류용 드론 관련 출원은 2014년 7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25건이 출원되었고, 2016년에도
31건으로 그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물류 드론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네트워킹하는 물
류배송 제어기술이 가장 큰 비율(35%)을 차지하고 있고 드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고정하는 기술(32%) 및 이착륙 유도
에 관한 기술(13%)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대부분인 국내 특성상 배송물을 베란다를
통해 받는 지상수취기술(13%)도 꾸준히 출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짧은 비행시간과 같은 기술적 문제나 비행공역 규제 등 물류용 드론이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접근이 용
이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배송이나 구호물자배송 등의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물류 드론분야 특허 출원 동향

그림 9 물류 드론분야 기술분류별 동향

470

기타
5건(8%)

389

드론 전체
물류드론

31

지상수취구조
8건(13%)

25

2014-2016년
기술별 동향

126
149

0

0

2012

2013

2014

적재함/화물
고정 구조
20건(32%)

물류배송제어
22건(35%)

7

23

이착륙제어
8건(13%)

2015

2016

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이제는 피서지에서 택배 받으세요”, 2017.7.31

13 특허청,

보도자료 “이제는 피서지에서 택배 받으세요”,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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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14

드론은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세계 각 국은 드론비행 관련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는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고도제한(150m),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을 불허(예외적 허용)하고 있으며
중대형 드론 등록·신고제 및 운항허가제를 운영중에 있다. 수도 인근과 공항 반경, 원전 인근 등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지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미국·중국·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15

<표 2> 국가별 드론 규제수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기체 신고·등록

사업용 또는
자중 12kg 초과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250g 초과

비행승인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조종자격

12kg 초과 사업용 기체

사업용 기체

자중 7kg 초과

비행승인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비행고도 제한

150m 이하

120m 이하

120m 이하

150m 이하

비행구역
제한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워싱턴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워싱턴 공항(28km)
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베이징 일대, 공항주변,
원전주변 등

도쿄 전역(인구 4천명/
km2 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km),
원전주변 등

비행속도 제한

제한 없음

161km/h 이하

100km/h 이하

제한 없음

야간, 비가시권,
군중 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특별승인제 도입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및 실시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사람, 차량, 건물 등과
30m 이상 거리 유지

드론 활용
사업범위

제한 없음
(국민의 안전·안보에
위해를 주는 사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18. 10. 9., p.3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
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드론 분류기준의 개선방안은 ① 모형비
행장치,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의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이다.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2018.10.1., p.5
15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18. 10. 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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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분류기준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다음과 같다.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
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
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모형비
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
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
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 드론 무게기준 현행-개선안 비교
현행
비사업용
기체 신고·
말소

사업용

25kg 이하
비행
승인

25kg 초과
150m 고도
초과 비행

안전성 인증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관제권(9.3km), 비행금지
구역 비행승인 필요
•비행승인 필요
•비행승인 필요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비사업용

조종
자격

•12kg 초과시 신고

사업용

개선(안)
사업용·
비사업용

250g 이하
250g~25kg
25kg 초과
150m 고도
초과 비행

•공항주변(3km)에서 비행승인 필요

•관제권(9.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비행승인 필요
•비행승인 필요

•2
 5kg 초과 안전성 인증

•불필요

•12kg 초과시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
(필기+실기)

•250g 이하 신고불필요
•250g~7kg 소유주 등록
*1,400J 초과시는 신고
•7kg 초과시 신고

사업용·
비사업용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250g~7kg 온라인 교육
*1,400J 초과시는 필기+비행경력

7


• kg~25kg 필기+비행경력
•25kg~150kg 필기+실기

주: 위 비교표는 현행-개선안 비교의 편의를 위해 무게 기준만 적시하였으며, 실제 분류체계에 따른 제한 운동에너지 및 용도(사업용・비사업용)
등의 요건이 추가됨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2018.10.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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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드론은 택배로봇과 함께 라스트마일 배송의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검색엔진 대기업인 Google의 사
내 프로젝트로 시작된 윙(Wing)은 호주와 핀란드에서 계속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최대급의 항공기 브랜드인 에
어버스(Airbus)도 싱가포르에서 스카이웨이(The Skyways)라는 사업16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우편운영
업체와, 온라인 소매 업체 등에서 자체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양한 업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정부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
공수요 발굴,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여 현재는 농어촌 등 오지 배송에만 테스트 되고 있고 직접
적으로 고객이 화물을 수령하는 door-to-door 서비스는 일반화 되지 않고 있다.
인력을 이용한 배송에 비해 스마트화, 정보화, 무인화의 특징이 있어 배송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배송형태로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일반화 된다면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고객에게도 드론을 활용
한 배송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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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개발 현황과 국내 시장 적용방안
신민성 / 물류연구본부 연구원

들어가며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생산 이래 가장 큰 변혁기를 지나는 중이다. 여러 산업 기술의 융복합 결정체인 자율주행 자동
차(Autonomous vehicles) 개발이 그 주요 동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개발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되
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 생활 근처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기
술개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치열하게 기술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가장 선두에 있는 구글(Google)은 2018
년 12월 4일 첫 무인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자율주행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시범사업 대상인
400명의 회원들로부터 안전부분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들려온다. “We’re building the world’s Most
Experienced Driver™”는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모토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
험이 많은 운전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글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주행 거리가 1,000만 마일(1,600만km)을
돌파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써는 불가능한 운전경험이라 할 수 있어, 그 동안의 기술개발 진척 상황을 가늠케
한다. 자율주행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동일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물류시장이 직면할 화물자동
차 운전자 고령화, 운전인력 부족, 안전성, 물류비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화물자동차의 기술개발 현황과 도입효과 및 국내 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기술개발 현황
■

볼보 베라(Volvo Vera)

베라는 볼보社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 화물자동차의 컨셉카이다. 베라는 운전석이 없는, 특이한 외관으로 화물
의 최대 적재용량이 32톤이다. 베라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분리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트랙터와 같은 형태로 화물이
탑재되어 있는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연결한 후에 이동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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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볼보 베라(Volvo Vera)

자료 : 트럭스닷컴, https://www.trucks.com/2018/09/13/vera-volvo-trucks-electric-autonomous-truck

베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송통제센터에서 원격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우선은 비교적 짧은 거리의 대량 운
송, 반복적이며 정기적인 고정경로 운송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라의 주요 기술적 특징은 센티미터 이내의 단위
로 차량의 현위치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차량에 발생하는 상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송
통제센터는 운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차량의 위치, 배터리 충전 상황, 화물 적재량 및 차량의 정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운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동
일경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연계하여 교통흐름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어 환경친화적 운송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볼보측은 베라를 이용한 솔루션이 기존 도로 인프라와 트레일러(Load carriers)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베라는 현재 개발중이며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

다임러 퓨쳐 트럭(Future Truck) 2025

다임러는 2014년 7월 자율주행 컨셉 트럭인 퓨처 트럭(Future Truck) 2025를 소개하였다. 컨셉은 <그림 2>와 같이 완
전자율주행이며 실용화의 시기를 2025년으로 목표하고 있다. 다임러는 2015년에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나 레이더를
이용해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주행하는 ‘하이웨이 파일럿(Highway Pilot)’ 시스템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 네바다 주에
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의 도로주행 번호판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군집주행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네덜란드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 화물자동차의 군집주행 실험에 참가하여 독일과 네덜
란드의 도로에서 3대의 군집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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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임러 퓨쳐트럭 2025

자료: Carjam TV, https://www.youtube.com/watch?v=XZxZC0lgOlc

그림 3 미러캠 적용 트럭

자료: YOUCAR, https://www.youtube.com/watch?v=R_bIfdqCW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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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9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IAA Commercial Vehicles 2018’에서 양산형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인 액
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ADS: Active Drive Assist) 기술을 선보였다. ADS는 자동차 스스로 제동, 가속, 스티어링이 가
능하며 액티브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도로 정보를 결합해 차량의 전방, 측면, 상하 지형 등 전방향의 움직임
을 어떤 속도에서든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운전의 편의성과 사고예
방 등 안전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사이드 미러 대신에 미러캠(mirror-cam)이 적
용된 최초의 미러리스 트럭 기술도 선보였다. <그림 3>과 같이 트럭에 사이드미러가 없다. 미러 캠 시스템은 차량 외부에
장착된 2대의 카메라와 운전석 내부 A-필러에 장착된 2개의 15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며 측 후방의 사각지대를 없애
운전자에게 향상된 전방위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사이드 미러 제거로 공기역학, 안전성, 차량조작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임러는 2014년 퓨쳐트럭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부분 기술을 한 단계씩 추가하며 완전자율주행
으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다.

■

구글의 웨이모(WAYMO)

구글의 자율주행사업 부문인 웨이모는 2018년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운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실, 구글은 10여년간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해 온 업계 선두라고도 할 수 있다. 2018년 12월
4일에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웨이모의 자율
주행 화물자동차는 우선 구글 데이터센터 내 화물운송의 일부를 맡게 될 것이다. 웨이모 트럭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센
서 및 기술은 웨이모가 시험 운행 중인 퍼시피카 미니밴에 들어간 것과 상당 부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차에 비
해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길이가 길고 회전반경이 커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존재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선두업체의 면보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림 4 웨이모 자율주행 트럭

자료: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310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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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 로(Nuro)

뉴로는 슈퍼마켓 배송용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여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Kroger)와 제휴를 통해 2018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뉴로(Nuro)는 2명의 구글 웨이모 출신 엔지니어가 공동 창업한 자율주행 로봇 분야 스타트업
이다. 뉴로는 기존의 상품 배송용 로봇과 달리 인도가 아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람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적재된다.
그림 5 뉴로(Nuro) 자율주행 배송자동차

자료: 오토데일리, http://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15

일반 자율주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라이더, 레이다, 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식료품을 구입하면 자율주행차량이 물건을 싣고 배달하는 방식이
다. 트렁크 내부 온도조절도 가능해 신선식품 배송도 가능하다. 완전 무인자동차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어 제조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

스트롤링 드래곤(Strolling Dragon)

스트롤링 드래곤(Strolling Dragon)은 중국 물류업체인 쑤닝물류(Suning Logistics)가 상하이에서 시험주행을 완료
한 자율주행 중장비 트럭이다. 스트롤링 드래곤은 L4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었으며 쑤닝물류(Suning Logistics)의 자동
화 차량 중 가장 큰 무인 화물자동차이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 및 레이저, 레이더와 같은 첨단 장치를 갖춘 스트롤
링 드래곤은 3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장애물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비상정지가 가능하고 25m/s의 반응속도
로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 80km/h의 속도에서도 안전하고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소개된다. 쑤닝은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자동화된 차량 및 로봇을 통해 배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7

PART II

화물운송시장 국내외 동향

그림 6 스트롤링 드래곤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자료: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40

■

투심플(Tusimple)

중국에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트럭기술이 만나 항구의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투심플(tusimple)은 항구 무인화를 위한 자율주행 화물자동차를 공개하였다. 항만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
행 화물자동차가 컨테이너 상하차를 완수하는 영상도 공개되었다. 자율주행 화물자동차의 항만적용을 위해 기존 항구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무인 컨테이너 운영 솔루션도 함께 개발하였다.
그림 7 투심플 자율주행 트럭(항만구역 운송)

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video/china/2140299/chinese-self-driving-truck-start-tusimpleaid-port-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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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운송 자율주행은 <그림 8>과 같이 이미 성공한 바 있다. 간선운송과 더불어 구역 내 운송으로 이어지는 무인 자율
주행 기술 솔루션을 보유한 앞선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항만 내에서는 5대의 완전 자율주행 화물자동차가 시험 운행을
진행하였고 향후 항만 테스트에 25대의 화물자동차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만과 같이 특정 구역에서 운행하
는 것과 외부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에는 기술적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안전하게 실현된다면, 자율주행에 상당부분 근
접한 상황이라고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투심플 자율주행 화물자동차(간선운송)

자료: TuSimple, https://www.youtube.com/watch?v=teMXT-j6jns

■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국내에서는 2018년 8월 현대자동차가 대형 트레일러 자율주행차량으로 의왕-인천간 약 40km 구간 고속도로 자율주
행에 성공하였다.
그림 9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자료: HMG저널-현대자동차그룹 뉴스 미디어(https://blog.hmg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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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보인 시연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트레일러가 연결된 최대중량
40톤급 엑시언트 자율주행차 1대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말 처음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형트럭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부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트럭의 물류산업 활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계열사인 현
대글로비스와 협업해 실제 해외수출부품을 싣고 달리는 시나리오를 택했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의 자연스러운 교통
흐름과 연계한 차선 유지, 지능형 차선변경 기능, 선두차량 차선변경 인식 대응, 도로 정체 상황에 따른 완전정지 및 출발,
터널 통과(2개) 등의 기술을 안정적으로 선보였다. 단, 영동고속도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갈아타는 서창JC 구간에서
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했다. 서창JC를 지나면 다시 목적지인 능해IC까지 자율주
행 모드로 전환하였다.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도입 예상 효과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승용차를 시작으로 화물자동차까지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용화가 크게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자율주행 화물자동차의 도입비용은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물류시장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는 자율주행 화물자동차의 등장으로 물류산업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물류 산업의 최적화
와 효율화를 꾀하며 다양한 물류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해결사의 등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자율주행 화물화물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안정성 제고로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첨
단 전방향 센서를 통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감지하여 대응한다면, 이론상으로 사고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 이야기이다.
둘째, 정확한 운송일정 관리 및 운송시간 감소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무인으로 운송된다면, 사람에게 필요
한 수면, 식사, 화장실, 휴식 시간 등이 운송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운송효율은 증가하고, 운송의 정
시성 또한 향상 될 것이다.
셋째, 연비향상으로 연료비가 절감될 것이다. 자율주행의 경우 최적 연비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
다 연비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사고로부터 안전해지면서 차체를 가벼운 소재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차량중량은 연비
와 가장 직결된 부분으로 중량 감소를 통해 연료를 절약하여 연비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화물자동차 운전자 부족문제 및 근로환경 개선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몇 천km 이상 장거리 운송을 하는 지역
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장거리 운전자들은 며칠씩 소요되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계속 앉아 운전만 하다 보니 건강문제 등 고충이 상당하다. 젊은층은 고강도 운전업종을 기피하면서 운전자 부
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은 이러한 고강도 운전업무를 무인으로 대체하거나, 업무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향후 운전자 부족문제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적용 관련 의견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거리는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이 길지는 않다. 장거리 대표구간인 서울-부산도 500km 이내
로 하루, 이틀 수준이면 왕복 운송이 가능하다. 국내환경에서는 해외에 비하여는 자율주행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소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2018년 12월 제11차 KOTI 화물운송시장발전포럼에서 “화물자동차 자율주행 기
술개발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룬 바 있다. 화물운송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주행 화물자동차 도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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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용문제였다. 화물자동차가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화물자동차에 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될 것이다. 지금 기술수준으로는 기존 화물자동차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자율주행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계속해
서 첨단장비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보장되어야 도
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자율주행화물자동차가 운전자 역할을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 그 수준과 비용이 향후 도
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모든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각 사업자의 필요에 맞게 부분
적인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이 많은 사업자는 현재 Level3 기술로도 운행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을 접목할 수도 있다. 한때 물류센터의 자동 운반로봇인 키바로봇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 물류센터는 미
국, 중국 등과 같이 평면의 넓은 공간이 아니다. 다소 좁은 면적을 여러 층으로 구분하여 물류센터가 형성되어 있어, 국내
에서 키바로봇의 도입은 크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기술도 각 사업환경에 따라 필요기술이 도
입되는 것이 국내 시장의 향후 모습일 것이고 시장원리에 따른 흐름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운송시장에 맞는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라스트마일 배송에서의 자율주행 도입 전략이다. 전자상거
래의 발달에 따라 소화물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라스트마일 배송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좁은 지
역에서 짧은 거리를 가다 서다 반복하며 택배화물을 배송한다. 하루 약 200~300여개를 배송하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
할 때마다 운전석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 맞게끔 짧은 거리는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자
율주행을 통해 승하차 노동을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될 만 하다. 이와 같이 운송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술을 다각도로 도
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치며
자율주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며 기대하고 있는 기술 분야이다. 필자도 최근 운전을 할 때마다 자율주행이
된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도 편안하고 즐겁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운전이 재미있을 때도 있
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도로상에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 자율주행이 언제 완벽
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지는 예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각 파트기술이 한 단계씩 연착륙 할 때마다 자율주행에 가까
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기존의 생활이나 업무방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먼
미래일지, 가까운 근래일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시장에도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종사자들의 업
무환경 개선 및 즐거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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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유가 동향
국제유가(달러/배럴)

국내유가(원/리터)

100.00

1,700

1,600
80.00

1,500

1,400
60.00
1,300

1,200

40.00

1,100
20.00
2016.06

2016.12

2017.03

2017.06

2017.09

국제유가

2017.12

국내유가(휘발유)

2018.03

2018.06

2018.09

1,000

국내유가(경유)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

2016년
구 분

4/4

2017년

2018년

1/4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74.28

73.12

72.49

77.23

1,563

1,622

1,611

1,618

1,638

1,361

1,423

1,412

1,419

1,439

국제유가
(달러/배럴)

48.32

53.10

49.83

50.48

59.32

63.89

72.10

국내유가
(휘발유, 원/리터)

1,433

1,510

1,477

1,457

1,522

1,556

국내유가
(경유, 원/리터)

1,228

1,302

1,267

1,249

1,314

1,350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

■

국제유가(Dubai 원유)는 2017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9월에는 배럴당 77.23달러를 기록함
- 최근 1년 국제유가는 53.66달러(‘ '17년 9월)에서 77.23달러(‘18년 9월)로 약 43.9% 상승
- 국제유가는 감산 참여국들의 추가 증산 합의 불발 및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국제유가가 6
주 연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1)

■


국내
경유가(주유소 판매가격)는 국제유가 증가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9월 리터당 1,439
원을 기록함

1)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2018년 9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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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주요 품목별 물동량 추이
시멘트 및 철강(천톤)

컨테이너(천TEU)

6,000

5,000

1,400

4,000

3,000
1,200
2,000

1,000

0

2016.09

2016.12

2017.03

2017.06

시멘트 내수출하량(천톤)

2017.09

2017.12

2018.03

철강재 출하량(철근 및 형강, 천톤)

2018.06

1,000
2018.09

컨테이너 수송실적(천TEU)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통계청(http://kostat.go.kr), 코레일(http://www.korail.com)

2016년
구 분

4/4

2017년
1/4

2/4

3/4

2018년
4/4

1/4

2/4

3/4

-

-

-

7월

8월

9월

-

-

-

3)

시멘트 내수량
(천톤)
철강재 내수량
(철근 및 형강, 천톤)
컨테이너 수송실적
(천TEU)
연안
철도
도로

16,495 13,541 16,942 14,280 15,212
3,498

3,111

3,628

3,446

3,402

2,794

3,481

3,167

1,133

1,080

954

4,148

3,973

4,280

4,235

4,201

4,046

4,318

4,192

1,432

1,332

1,429

72
151
3,925

187
172
3,615

58
194
4,028

59
203
3,972

74
189
3,938

82
194
3,770

64
206
4,048

63
202
3,927

19
70
1343

23
68
1,241

21
64
1,343

자료: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http://www.spidc.go.kr), 통계청(http://kostat.go.kr), 코레일(http://www.korail.com)

■

철강재 내수량은 2018년에도 지속적인 보합세를 보이며 9월 95만 4천 톤을 기록함

■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2018년 연초에 대폭 감소하였으나 3월부터 회복하여 9월에 142만 9천 TEU를 기록함
- 2018년 9월 기준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134만 3천 TEU로 전체 컨테이너 수송실적의 약 94.0%를 차지

2) 해당 표의 분기데이터는 각 분기 해당 월별 데이터의 합
3) 2018년부터 통계청 광공업조사 품목 중 시멘트가 제외되어 통계데이터 생성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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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서비스업 생산지수
경상수지(기준년도 2015 = 10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2016.09

2016.12

2017.03

2017.06

물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09

도로화물운송업

2017.12

2018.03

소화물운송업

2018.06

2018.09

철도화물운송업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기준년도 2015=100)

2016년
구 분

4/4

2017년
1/4

2018년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물류서비스업

110.3

95.6

103.1

106.2

112.4

97.6

104.9

105.6

106.8

106.5

103.6

도로화물운송업

104.9

103.1

108.6

113.3

108.2

108.8

117.5

114.7

119.2

115.1

109.9

소화물운송업

114.8

108.5

111.5

110.5

118.7

112.9

109.6

108.4

111.0

107.2

107.0

철도화물운송업

70.2

85.3

98.0

89.6

91.5

79.3

95.2

85.7

90.9

85.5

80.6

주: 물류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13개 대분류 중 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모든 서비스업을 지칭(표에 제시된 분류 외 기타 물류서비스
업을 모두 포함)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

■

■

■


물류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8년 연초에 큰 폭으로 하락 후 3월부터 소폭 상승하여 보합세를 보이다가 9월에 103.6을 기
록함

도로화물운송업
생산지수는 2018년 3월에 대폭 상승 후 보합세를 보이다가 8월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9월에는
109.9를 나타냄

소화물운송업(일명
‘택배업’) 생산지수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년 말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며 2018년 9월
에는 107.0 수준임
철도화물운송업 생산지수는 2018년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9월에는 80.6을 기록함

4) 해당 표의 분기데이터는 각 분기별 평균으로 분기 내 해당 월 데이터의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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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의 연령 및 운전 경력
(년)
60

54.6
43.5

40
17.9

20

13.1

9.7

8.0

0

연령

운전경력

서비스경력

퀵서비스

택배서비스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 연령

(단위: %, 세)

구분
퀵서비스
일반
화물
개별
용달
자동차5)
택배

20~29세
2.1
0.9
0.3
0.2
3.8

30~39세
4.9
9.6
3.2
1.6
29.6

40~49세
22.2
31.4
16.4
6.2
45.6

50~59세
39.6
41.4
43.1
27.0
17.8

60~69세
28.1
15.7
33.1
52.3
2.7

70대 이상
3.1
1.0
3.9
12.6
0.5

평균연령
54.6
51.0
56.3
61.4
43.5

주: 20세 미만은 미기재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 운전경력

구분
퀵서비스
일반
화물
개별
용달
자동차6)
택배

(단위: %, 년)

5년 미만
1.7
7.5
8.4
14.6
18.8

10년 미만
5.2
10.5
10.7
14.6
26.2

15년 미만
25.7
15.7
17.2
19.3
34.4

20년 미만
20.1
14.2
15.3
13.3
15.4

20년 이상
47.2
52.1
48.5
38.2
5.2

평균경력
17.9
19.4
18.2
15.8
9.7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 서비스경력

구분
퀵서비스
택배

(단위: %, 년)

5년 미만
13.9
24.2

10년 미만
17.0
36.9

15년 미만
24.3
26.0

20년 미만
14.2
11.8

20년 이상
30.6
1.1

평균경력
13.1
8.0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2018년도 기준)의 평균 연령은 54.6세로 택배운전자(2017년도 기준) 43.5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택배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평균연령이 낮은 편

■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2018년도 기준)의 평균 운전경력은 17.9년, 서비스종사경력은 13.1년으로 조사됨
- 택배(2017년도 기준)의 평균 서비스경력인 8년에 비해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들의 서비스경력이 5년 가량 높은 편

5) 일반, 개별, 용달, 택배 운전자는 2017년도 연평균 기준
6) 일반, 개별, 용달, 택배 운전자는 2017년도 연평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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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퀵서비스(이륜차) 시장 진입비용
(단위: 만원)
2,000
1,823
1,800

1,600

1,518

1,400

1,200
966

1,000

800

600

400

326
264
141

200

0

신차

중고차
퀵서비스

전체
택배서비스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단위: 만 원)

구분

신차

중고차

전체

퀵서비스

326

141

264

1,823

966

1,518

택배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

2018년도 기준 이륜차의 퀵서비스시장 진입비용은 신차 기준 326만원, 중고차 기준 141만원으로 조사됨

■

2017년도 기준 1톤 이하 택배 집·배송시장의 진입비용은 신차 기준 1,823만원, 중고차 기준 966만원으로 조사됨

■

택배 집·배송용 차량과 이륜차의 차량구입가격 차이는 약 5.6배(신차)~6.9배(중고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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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거래수단 및 결제방법
운송거래 수단

운송거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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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휴대폰
0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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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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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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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휴대폰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50

68.1

70

80

(단위: %)

개인적으로

50

60

스마트폰

70

0.7
100

90

80

90

100
(단위: %)

개인적으로

100

결제방법

0

결제방법 0

10

20

30

40

100
50

0

10

20

30

현금
40

50

60

70

80

90

어음
60

70

80

90

현금

0
100
(단위: %)
100
(단위: %)

어음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운송거래수단

(단위: %)

구분

휴대폰(통화용도)

스마트폰

기타(개인적으로)

퀵서비스

31.3

68.1

0.7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결제방법

(단위: %)

구분

현금 비중

어음 비중

전체

퀵서비스

100.0

0.0

100.0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2018년도
기준 퀵서비스의 운송거래수단은 스마트폰이 6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휴대폰(통화용
도) 31.3%, 개인적으로 0.7% 순으로 조사됨
- 운송거래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운전자는 주로 퀵서비스 물량을 중개하는 정보망 사업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을 통하여 물량확보

■

퀵서비스 운송 시 결제방법은 현금(100.0%)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퀵서비스(이륜차)의 경우 주로 라이더가 운송의뢰인의 배송품 인수 시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불 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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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량확보방법 및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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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물량확보방법

(단위: %)

구분

공유프로그램

소속 퀵서비스
운송사업자

개인적으로

타 퀵서비스
운송사업자

퀵서비스

64.3

30.7

0.4

4.2

주: 기타방법 미기재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

(단위: %)

구분

연계없음

열차 연계

버스 연계

선박 연계

항공 연계

퀵서비스

93.2

3.4

3.3

0.0

0.0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의 물량확보방법은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64.3%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소속

퀵서비스 운송사업자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가 30.7%, 개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우는 0.4%, 타

퀵서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확보하는 경우는 4.2%를 차지
■

타 수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장거리 운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약 6.7% 수준
- 타 수단과 연계운송은 열차 연계가 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버스 3.3%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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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퀵서비스 운전자의 총매출액, 총지출액, 순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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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총매출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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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총지출액

(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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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

■


2018년도
기준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의 총매출액은 월평균 316만원 수준으로 택배 집·배송 운전자(347만원, 2017년
도 연간 기준)7)보다 31만원 낮은 수준
월평균 지출액은 134만원 수준이며, 순수입은 182만원 수준임
- 지출항목 중 알선수수료가 58.5만원(43.6%), 기타지출 30.2만원(22.5%), 유류비 19.8만원(14.8%) 순

7) 자료: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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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퀵서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
(단위: 시간/일)

(단위: 일/월, 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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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단위: 시간/일)

구 분

이륜차

택배

운행시간

5.6

8.2

운행 외 시간

4.1

4.0

일평균 근로시간8)

9.7

12.2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단위: 일/월, 건/일)

구 분

이륜차

택배

월평균운행일수

22.3

25.2

일평균배송건수

15.8

160.4

자료: 2018년도 퀵서비스 운전자 조사보고서, 2017년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


2018년도
기준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의 일평균 운행시간은 5.6시간이며 운행 외 시간은 4.1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9.7시간으로 조사됨
- 2017년도

택배차주의 운행시간보다 2.6시간 적으며 일평균 근로시간은 2.5시간 낮은 수준

■

■


월평균
운행일수는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가 22.3일(2018년도 기준)로 택배차주 25.2일(2017년도 기준)에 비해 2.9일
낮게 나타남

일평균
배송건수는 퀵서비스(이륜차) 운전자가 15.8건(2018년도 기준)이며 택배차주는 160.4건(2017년도 기준)으로 조
사됨
- 퀵서비스업은

화물운송의 특성상 운송건별로 의뢰인의 실시간 요청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지역 내에서

다수의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와는 구별되며, 이런 이유로 택배에 비하여 일평균 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
8) 일평균 근로시간 = 일평균 운행시간 + 일평균 운행 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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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화물운송시장 화물차주 부문 실태조사

실적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2018년 10월 10일 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주요 물류터
미널, ICD, 컨테이너터미널,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약 40개의 조사지점에서 화
물차주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 하반기 워크숍 개최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여롯데리조트
에서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화물운송
시장 실태조사 사업의 조사체계 점검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2019년도에 수행
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원가조사 조사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및 실적신고방법 관련 운수사업자 대상 교육 개최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12일 경상권(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13일 충청권(대전 KT인재개발원), 15일 강원권(원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에서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및 실적신고방법 관련 운수사업자 대상 교육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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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 개최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2018년 12월 13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화물자동차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
는 주제로 제11차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화물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대
응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 키워드에 대해 운송시장 이
해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며 의견 격차를 줄이
기 위해 설립되었다.

VREF MetroFreight CoE 세미나 참석

제3회 VREF 도시물류학회 참석

물류연구본부 이지선 연구위원은 2018년 10월 16일 프

물류연구 본 부 이지선 연구 위원은 2018년 10 월 17일

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VREF MetroFreight CoE 세미나

부터 19일까지 스웨덴 고텐버그에서 개최하 는 The 3 rd

에 참석하였다. 본 세미나는 MetroFreight CoE의 지난

VREF Conference on Urban Freight 참석하였다. Volvo

5년 간의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프랑스 IFSTTAR

Research and Education Foundations의 지원으로 스웨덴

에서 주최하였으며, 특히 프랑스와 파리의 도시계획, 교통

고텐버그에 기반을 두는 Urban Freight Platform CoE가 격

계획, 토지이용 등에 관련한 공공, 민간, 학계 및 연구계 전

년으로 개최하는 VREF Conference on Urban Freight에는

문가가 다수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 이지선 연구위원은

VREF의 지원 하에 도시물류 연구 및 지식확산을 하는 3개의

“Parcel Deliver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라는 제

도시물류 CoE인 MetroFreight, SUF, UFP를 중심으로 세계

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석하였다. 10월 20일에는

각국의 도시물류부문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

스웨덴 고텐버스에서 VREF의 Henrik Nolmark와 3개 도시

는 자리다.

물류 CoE(MetroFreight, SUF, UFP) 연구진들이 현재 상

본원 이지선 연구위원은 MetroFreight CoE의 일원으로 참석

황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비즈니스 미팅에도

하여 도시물류에 대한 각국의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

MetroFreight CoE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를 수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인적교류의 기반을 마련하
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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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원가조사 방안 관련 국외사례 동향 정보수집을 위한 프랑스 도로화물위원회(CNR) 방문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 이태형 팀장은 2018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프
랑스 도로화물위원회(Comite National Routier)를 방문하여 도로화물위원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참고원가제 관련 원가조사 방법, 조사범위, 제도
시행의 장단점,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CNR의 Executive
Director인 Mr. Alexis Giret 팀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98회 TRB(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학회 참석

계획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 이지선 연구위원은 「도시물류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물운송체계 구축에 대한 국제공동연구팀(MetroFreight CoE) 연구진 회의에 한국 연
구팀 대표로 참석하여 6차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다. 회의참석과 함께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TRB) 98th Annual Meeting에도
MetroFreight CoE 연구진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2019년 1월 21일 (주)심플로지스 서우석 대표를 초청하여 “신
용평가 기반 리워드형 파생상품과 물류서비스를 접목한 미래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
청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2차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 개최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2019년 3월 중 제12차 KOTI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을 개최
할 예정이다. 본 포럼은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화물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성을 제고하
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 키워드에 대해 운송시장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며
의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9년 상반기 화물운송시장 화물차주 부문 실태조사
물류연구본부 물류시장연구팀은 2019년 4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주요 물류터미널, ICD, 컨테이
너터미널,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약 40개의 조사지점에서 화물차주 3,000여명을 대
상으로 2019년 상반기 화물운송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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