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tech.koti.re.kr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신규보고서
배송 로봇 시장 전망
참고ｌ'Delivery Robots Market', Markets and Markets, 2019. 1. 28.; 'Robot delivery market to triple
by 2024', Restaurant Dive, 2019. 1. 30.

“글로벌 배송 로봇 시장은 2018년 1,190만 달러에서 2024년 3,400만 달러로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전망”
“배송 로봇의 도입으로 인한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 비용 절감과 배송 로봇 시장으로 벤처 자금
의 유입 증가는 배송 로봇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 ”

개요
시장조사기관 마켓스 앤드 마켓스(Markets and 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배송 로봇 시장은
2018년 1,190만 달러에서 2024년 3,400만 달러로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되는 50kg 이상의 배송 적재 용량을 가진 배송 로봇과 아시아 지역이
배송 로봇 시장을 주도할 전망
배송 로봇에 대한 속도 제한은 중요한 안전 요소이지만 저속 주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낮은 효율성과 배송비 부담 초래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되는 50kg 이상의 배송 적재 용량을 가진 배송 로봇이 시장을 주도
소매 산업에서 전자상거래용으로 50kg 이상의 적재 용량을 가진 배송 로봇의 도입 시장을
성장시킨 주요 요인이며 주로 식료품 및 무거운 소포를 온라인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이용
그러나 50kg 이상의 적재 용량을 가진 배송 로봇은 보도보다는 도로 주행을 보다 많이 이용하
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주에 속하는 규정 이상을 준수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
4륜 배송 로봇은 로봇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2018년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향후에는 6륜 배송 로봇이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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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배송 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호주와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배송 로봇을 시험 중에 있으며 2019년 2분기 말까지
이들 국가는 개발한 배송 로봇을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
이 지역에서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글로벌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배송 로봇 시장의 참여업체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
배송 로봇에 대한 속도 제한은 인간들의 보행이나 통근시 중요한 안전 요소이지만 저속 주행은
낮은 효율성과 배송비 부담 초래
사람들이 보행하거나 통근할 때 안전성 측면에서 배송 로봇에 대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제조업자 혹은 입법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
보행 로봇에 대하여 속도 허용치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6km이지만 배송 로봇의 저속 주행은
운영상의 효율성 측면과 높은 배송비 부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
따라서 기술적으로 개선된 배송 로봇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배달은 배송 로봇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배송 로봇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
- 배송 로봇 시장의 주요 참여업체는 스타쉽 테크놀로지(Starship Technology, 미국), 징둥닷
컴(JD.com, 중국), 누로(Nuro, 미국), 텔레리테일(TeleRetail, 스위스), 로비 테크놀로지
(Robby Technology, 미국) 등
- 배송 로봇의 배터리 공급업체로는 배터리 하우스(House of Battery, 미국)와 울트라라이프
코퍼레이션(Ultralife Corporation, 미국) 등
- 패스트리(Fastree, 스위스)와 퀘너지(Quanergy, 미국)업체는 빛 탐지 및 범위측정 장비인
라이다(LiDAR)6) 공급업체

6) 라이다(LiDAR)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빛 탐지 및 범위 측정) 또는‘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레이저 이미징, 탐지 및 범위 측정)’의 약자로 펄스 레이
저를 목표물에 방출하고 빛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및 강도를 측정해 거리, 방향, 속도,
온도, 물질 분포 및 농도 특성을 감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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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지역 물류 과제 및 효율화 사례
참고ｌ‘地域における物流効率化等への取組事例’, 福島相双地域等の物流に関する協議会, 2019. 2. 19
経済成長と競争力強化に資する物流改革’, 公益社団法人 経済同友会 , 2019. 2

“지역 물류의 공통 과제는 △인력 부족과 종사자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물류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소비자 수요 고도화·다양화에 따른 화물의 소량 다빈도화에 대한 대응 등”
“지역 물류 효율화 대책은 △지역 내 화물 운송의 공동화 △화주 등의 제휴로 공동 배송·운송망
집약 △동업종 타사 제휴로 중거리 공동 배송 △ 인프라 공동 이용 등”

개요
지역 물류의 공통 과제인 물류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소비자 수요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른 화
물의 소량 다빈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효율화 사례를 소개함
인력 부족, 종사자 고령화, 소비자 수요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른 화물 소량 다빈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
지역 물류 효율화 대책으로는 공동 배송(輸配送)·운송망 집약, 화객혼재(貨客混載) 등이 있는
데, 본 보고서에서 5가지 사례를 제시

주요 내용
지역 물류의 공통 과제는 △물류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인력 부족, 종사자 고령화에 대한 대응)
△소비자 수요 고도화·다양화에 따른 화물의 소량 다빈도화 등에 대한 대응 등임
지역 물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 배송·운송망 집약, 화객혼재, 소형무인기
드론 활용 등이 있음
공동 배송·운송망 집약을 통한 물류 효율화 대책에는 택배 각 사의 비효율적 화물 운송의
공동화, 화주 등의 제휴로 운송망 집약, 배송거점시설·트럭 등의 인프라 협동 이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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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화객혼재를 통한 물류 효율화 대책에는 노선버스, 철도 등의 미이용 운송력 활용
그 밖에 최근의 새로운 물류 효율화 대책으로 드론 활용 방법이 있는데, 낙도 및 과소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의 화물 운송, 창고 및 단지 내 화물 운송 등이 있음
지역 물류 효율화 대책인 △지역 내 화물 운송의 공동화 △화주 등의 제휴로 공동 배송·운송
망 집약 △동업종 타사 제휴로 중거리 공동 배송 △배송 거점 시설·트럭 등 인프라 공동 이용
등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지역 내 화물 운송의 공동화) 주택지 내 택배화물을 일괄배송해, ‘물류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례로, 가나가와현(神奈川県) 후지사와시(藤沢市)에서 19개사 1개 협회가
추진 중인 스마트타운 조성 프로젝트에서 주택지 내 물류 거점에 각 사의 화물을 집약, 각
가구에는 야마토운수가 일괄 배송함으로써 고밀도 집배가 가능해져 택배 효율이 향상되고,
지역에서는 주택지 내를 주행하는 트럭 감소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
(화주 등의 제휴로 공동 배송·운송망 집약/공동배송지) 지역 도매협동조합 주도로 지역기업이
협동하여 물류망을 구축,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한 사례로, 실시 전에는 각 기업이
개별 배송, 소량소액 화물이 많아 물류비도 비쌌으나, 대응 후에는 고치(高知)도매센터협동조
합 주도로 각 도매상이 연계해 ‘공동배송지’를 설립, 중산간지역 공동배송으로 배송비를
절감하고, 출하시간 엄격화, 철저한 생산·인원 관리로 잔업시간 단축, 이익률 향상에도 기여
(화주 등의 제휴로 공동 배송·운송망 집약) 관동(関東)지방→신에츠(信越)·호쿠리쿠(北陸)지방
사례로, 실시 전에는 재료메이커와 화주 간 개별 배송으로 평균적재율 10~30%로 낮았으나, 대응
후에는 화주기업 등의 제휴로 복수 재료메이커로부터 집배, 각 화주기업으로 배송, 트럭 1대당
운송거리는 늘었지만 트럭 적재율은 80%로 높아져, 화주 등의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
(동업종 타사 제휴로 중거리 공동 배송) 동업종 타사(아사히맥주, 기린맥주)가 서로 손을 잡고,
안정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실시 전에는 각 공장으로부터 소비지에 개별 트럭
운송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송 빈도도 높았으나, 실시 후에는 기업 협동 배송 및 모달시프
트(운송수단 이전)로, 철도 화물 이용률이 낮은 하행선(오사카(大阪)→호쿠리쿠)의 운송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단거리 운송으로 연결, 운전자의 운전 시간도 절약
(배송 거점 시설·트럭 등 인프라 공동 이용) 화학품 물류 관련 동업종 타사가 거점의 협동
이용과 공동 운송으로 각 사 최종 이용자까지의 배송을 집약, 효율화한 사례로, 화학품에는
위험물, 독극물도 있어 운반을 꺼리는 사업자가 많아, 미쓰비시·스미토모 계열 4개사가 협동,
스미토모화학의 에히메(愛媛)공장 등에서 북관동(北関東)으로 가는 위험물 운송을 미쓰비시
화학물류의 사이타마현(埼玉県) 거점을 활용한 공동 배송으로 운송품질을 한층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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