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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럽, 고객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으로 변환
참고ｌ'A long-term vision for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 McKinsey & Company, 2019.1.8.;
'Presenting ‘2030: an industry vision for a renewed Europe', Orgalim, 2019.2.4.

“2050년 유럽 자동차 산업은 고객 지향에서 고객 중심적으로, 환경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이동성으
로, 그리고 수익성에서‘양(+)의’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환될 전망
“유럽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인력, 경제, 기술 및 이동성의 4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롭게
구축되는 ‘유럽 방식(European Way)’은 이러한 다양성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개요
유럽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산업내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으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적(customer centricity)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유비쿼터스 정보와 빅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면, 차세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보다는 고객 중심의 이동성(mobility) 접근방식이 필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RACE 2050’ 보고서를 통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조망하고 유럽 자동차 산업의 장기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
유럽 자동차 산업이 2050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부
터 전환된 새로운 ‘유럽의 방식(European way)’을 기반으로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강점과 이동성 현실(mobility reality)을 활용할 경우 미래 솔루션의 확대 가능

유럽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담은 ‘레이스 2050 (RACE 2050)’
자동차 산업이 차세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친화적인 이동성 접근방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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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발표한 ‘RACE1) 2050’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이전에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보고서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최근 동향 △유럽 자동차 업계의
장기 비전 제시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5가지 이니셔티브를 소개
고객 지향, 환경 인식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은 과거 유럽 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견인한 세
가지 주요 요소였지만 미래의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 친화적
이고 인간 중심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
따라서, 고객 지향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변환, 환경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이동성으로 변환,
그리고 수익성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로의 변환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2050년 비전을
달성하는 전략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고객중심, 지속 가능한 이동성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새롭게 변환되는‘유럽 방식’
단순한 고객 지향에서 진정한 의미의 고객 중심으로 변환
어디에서나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유비쿼터스 정보 기술과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할 경우 차세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이동성 접근방식이 필요
유럽의 인명 사고 건수는 2005년 대비 40%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며, 2050년까지 인명 사고
건수를 ‘0(zero)’로 만드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
유럽 연합(EU)의 이동성 관련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행의 안전뿐만
아니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s, ADAS)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
인간중심적 이동수단을 지원하며 장애인, 청소년 및 노인을 포함하는 개인 이동성은 현재 전체
인구의 60-70%까지 커버하고 있지만 향후 2050년에는 최대 90%까지 커버하는 것이 목표
환경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이동성으로 변환
승용차와 상용차의 지속 가능한 이동성으로 변환은 △2030년까지 ‘차량에서 구동에너지
(tank-to-wheel)’의 탄소 배출의 감축, △2040년까지 배출가스 없는 도시 △2050년 이후
에는‘원유에서부터 구동에너지(well-to-wheel)2)’의 탄소 배출의 감축 등 3단계로 진행
1) RACE는 Responsible Automotive Customer-centric Ecosystem의 약어로 자동차업계가 책임
감을 가지고 고객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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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럽은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활용하고 대체 연료(예 : 합성 연료, 바이오 연료 및
전자 연료)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소에 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탄소가 없는
제로 탄소 발자국(zero-carbon footprint)을 구현
RACE 2050 로드맵은 유엔 환경 계획, 유럽의 2030년 의제와 목표, 그리고 파리 협약 등의
목표치를 넘어서서 탄소 중립 연료 및 녹색 전기(풍력, 태양열, 기조력 따위의 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이 ‘0’가 되는 것이 목표
자동차 산업은 수소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에 기여 가능
기업의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양(+)’의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환
기술의 발전, 자동차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신형 파워 트레인(power train) 및 최적화된 공유
이동 서비스로 인해 특정 이동 비용은 킬로미터(km)당 0.10 유로 절감
자율주행차량 (AV) 기술 혁신으로 인해 통근 시간의 50%가 타 용도로 전환이 가능해짐
유럽연합(EU)의 시민들이 매일 1인당 평균 40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낼 경우, 이는 1억
명의 사람들이 약 6천 5백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며, 이동 시간의 50%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통근 시간의 변화로 인해 대략 10억 유로의 경제적 부가가치
의 창출이 가능
ACES(자율주행, 연결성, 전동화 및 공유)3) 메가 트렌드와 소프트웨어의 고급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전기공학 및 전기화학 등 여러 가지 자동차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럽 이동성
산업은 기계 및 자동차 엔지니어링에서 소프트웨어 및 이동성 엔지니어링으로 근본적인 고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

2) 원유에서 구동에너지(well-to-wheel) 개념은 원유에서 차량의 바퀴가 굴러가는 데까지 효율성
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
3) ACES(autonomous driving, connectivity, electrification, and shared mobility)는 운전자
조작 없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IT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면
서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 자동차의 구동방식이 내연기관에 전기모터로 변화, 한 대의 자
동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여러 사람이 사용 가능한 공유 개념을 포함한 합성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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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cKinsey & Company
<그림> 2050년 이동성이 제공하는 혜택

유럽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경제, 기술 및 이동성의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전세계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성 솔루션을 개발 또는 실험의 진행이 가능
인력, 경제, 기술 및 이동성의 4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럽의 다양성
(인력 다양성) 유럽연합은 28개국의 회원국과 5억명이 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약 2백만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통근하며 셴겐(Schengen) 지역은 연간 13억 건의 교류가 발생
(경제 다양성) 2018년 유럽연합 28개국의 총 경제 규모는 15조 8천억 유로로 중국의 11조
3천억 유로보다 39% 큰 시장이며 미국의 17조 2천억 유로보다 9% 작은 시장
(기술 다양성) 다양한 기술 글로벌 업체의 75%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글로벌 특허의 약 60%가 유럽에 의해 출원
(이동성 현실의 다양성) 유럽 교통과 이동성 시스템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동성 솔루션을 개발 또는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유럽 다양성으로 인해 현재 소규모의 형태이긴 하지만 유럽은 다양한 형태로 미래의 이동성을
개발 또는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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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세대 물류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조사
참고ｌ‘次世代物流システム・サービス市場の調査結果: ロボティクス、ＩｏＴ、ＡＩ、シェアリングなどが
キーワード’, 富士経済, 2019. 1. 28; ‘次世代物流システム・サービス市場拡大、「宅配ボックス」や
「ドローン」が牽引’, 財經新聞, 2019. 2. 1

“후지경제의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미래 전망 2018」에 따르면 2025년 차세대
물류 시스템·서비스 시장은 2017년보다 89.1% 늘어난 3조 8,743억 엔이 될 전망”
“이 조사에서는 물류 과제 해결을 위해 로보틱스, 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생인화(省人化)를 실현하는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시장을 분석·전망하고, 주목 시장으로 택배박스, 물류용 드론/IoT 플랫폼을
강조, 향후 물류의 최적 서플라이체인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를 낳아, 시장 확대가 지속될 전망”

개요
후지경제(富士経済)는 높아지는 전자상거래(e-Commerce) 확대 요구, 현장 인력 부족 등 여러
물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Robotics, IoT, AI 등을 키워드로 진화하는 물류 시스템 및 서비스
시장을 조사, 그 결과를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미래 전망 2018」로 정리
현재 물류 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 등 사회의 대동맥인 물류 과제 해결을 위해 로봇공학
(Robotics),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감소하는
생인화(省人化)를 실현하는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대응이 진행
이 조사에서는 차세대 물류 시스템으로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8개 품목, 물류시설 7개 품목,
IoT(하드웨어 4개, 소프트웨어 솔루션 3개) 7개 품목, AI 4개 품목, 차세대 물류 서비스로
트럭 셰어링과 저온 물류 서비스 등 5개 품목의 시장 상황을 분석 전망

조사 개요
물류에서 물건을 빨리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후지경제는 그 해결책으로 Ro
botics, IoT, AI 등을 키워드로 31개 품목을 뽑아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시장을 정리

5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 600호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시스템의 실태와 미래 전망 2018」의 중점 조사 내용은 △인력 부족
해소 △효율화 △로봇, IoT, AI 기술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공급 사슬(Supply Chain)을 갖추
고, ‘물건에 부가가치’를 붙인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 동향
1차적으로 차세대 물류 시스템으로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물류시설, IoT, AI 등 차세대 물류
시스템 26개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로보틱스 오토메이션은 △무인운반차(AGV) △무인지게차(AGF) △차세대 물류 로봇 시스템
△AI 탑재 디팔레타이즈(Depalletize) 로봇 △로봇 손(hand) △리니어 반송 시스템 △물류용
드론 △물류용 파워 어시스트 슈트 등 8개 품목
물류시설은 △자동 운반·분류 시스템 △입체 자동창고 시스템 △회전선반 △전기식 이동선반
△천장주행식 모노레일 △수직운반기 △트랜스퍼 크레인시스템 등 7개 품목
IoT는 하드웨어로 △AR/MR 표시기기(스마트글라스) △분양·임대아파트, 공공장소용 택배
박스 △일반주택용 택배박스 △핸디터미널(휴대용 통신단말기) 등 4개 품목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물류 IoT 플랫폼 △창고관리시스템(WMS)/운송관리시스템(TMS) △스마트 팰
릿 렌탈 서비스 등 3개 품목으로, 총 7개 품목
AI는 △물류용 음성인식 엔진 △AI 화상인식 활용 물류 시스템 △AI 재배달 회피 시스템
△트럭 자율주행 등 4개 품목
2차적으로 차세대 물류 서비스로 △트럭 셰어링 △창고 셰어링 △제품 회수·수리 서비스
△온라인쇼핑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저온 물류 서비스 등 5개 품목을 선정
조사 기간은 2018년 9~11월까지 실시되었고, 시장 범주는 일본 기업의 일본 및 해외 판매
실적과 해외 기업(일본법인 포함)의 일본 판매 실적이며, 조사 방법은 전문조사원이 조사
대상 기업, 관련 기업·단체 등에 대한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사내 DB를 함께 활용

2025년 차세대 물류 시스템·서비스 시장은 2017년도보다 89.1% 늘어난 3조 8,743억 엔
차세대 물류 시스템 시장은 IoT, AI 등이 키워드이며 연 10% 이상의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무인운반차(AGV), 인공지능
(AI)과 로봇을 조합한 차세대 물류 로봇 시스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물류시설은 자동 운반·분류 시스템, 입체 자동창고 시스템 등이 온라인쇼핑 시장 확대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
IoT는 규모는 아직 작지만, 물류용 IoT 플랫폼이 물류관리 업무 평준화나 작업 효율화 요구
증가에 따라 향후 성장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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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물류 시스템은 물류용 음성인식 엔진, AI 화상인식 활용 물류 시스템 등이 실증실
험 단계에서 본격 도입 단계로 이행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출처 : 후지경제
<그림> 차세대 물류 시스템·서비스 시장 추이 및 전망

차세대 물류 서비스 시장은 셰어링 등이 키워드이며, 현재 저온 물류 서비스가 2017년 현재 9
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저온 물류 서비스는 일본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지만, 향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됨
현재 시장 규모는 작지만, 특히 트럭 셰어링이나 창고 셰어링 등 온라인상에서 매칭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이 기대되는데, 트럭 셰어링은 운전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스타트업을 중심
으로 서비스 전개가 시작됐으며, 창고 셰어링은 계절 변동 상품 보관 등에서 小로트(lot)나
단기간 물류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수요 증가로 향후 성장이 예상

2025년 주목되는 시장은 택배박스, 물류용 드론, 물류용 IoT 플랫폼
2025년 일본 택배박스 시장은 220억 엔(2017년 대비 2.0배 성장)으로 ‘지정 장소배달 서비스’
등 보급으로 단독주택용, 집합주택용 모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택배박스는 전자제어식과 기계식 제품으로 분류, 단독주택용은 주택 건축 시 설치되거나 건축
후 현관 끝에 설치되는데, 현재 보급률은 낮지만, 전자상거래(e-Commerce) 확대로 배송
건수 증가, 인력 부족에 의한 재배달 문제 해결책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향후 재배달 일부 폐지·유료화, 물건을 현관 앞 등에 두는 ‘지정 장소배달 서비스’ 등
서비스 개정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 기능 중시 수요로 IoT가 가능한 전자제어식 보급도 기대
집합주택용은 분양·임대아파트용 택배박스, 역·상업시설 등에 설치되는 택배보관함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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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분양아파트용이나 공공장소 설치형은 전자제어식이, 임대아파트용은 기계식이 중심
분양아파트용은 개발업자 주도로 설치가 표준화, 보급되고 있으며, 향후 기존 아파트에서도
리노베이션 등을 계기로 신규 도입, 교체가 한층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보급을
위해서는 가격 인하, 부자재 개량, 생산지 검토 등 저가격 제품 투입 등이 필요
공공장소용 택배보관함은 재배달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본은 집에서 택배
를 받는 습관이 강해 실제 설치는 아직 미미한 상황
2025년 일본 물류용 드론 시장은 25억 엔(2017년 대비 12.5배 성장)으로 산간지역, 낙도 등 특
정 지역의 드론 활용 운송 서비스 운용으로 수요가 증가
물류용 드론은 소량 운송에 적합한 수단이어서 배송 업계의 인력 부족과 과소지역의 고령화
심화로 쇼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2018년 3월에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무인항공기의 육안 외 비행에 관한 요건」
에 따라 기존 항공법에서 정하던 드론 비행 레벨 3의 승인 기준이 부분 완화되는 등 시장
본격화를 위한 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당분간은 실증실험이나 시험운용을 거치면서 레벨 3에 해당하는 산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운송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드론 운용은 2020년 이후 본격화 기대
드론 활용 과제로는 트럭과 비교해 운반가능중량이 가벼워 드론이 많이 필요하고, 150미터
이상 높이 영공과 공항 등 주변, 인구 밀집지역 상공의 비행 허가가 필요한 것 등이 있음
2025년 일본 물류용 IoT 플랫폼 시장은 27억 엔으로 2017년 대비 4.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IoT 플랫폼 시장은 물류 현장 정보와 WMS, TMS, ERP 등의 시스템을 수집·통합·분석하여,
인원 배치나 작업자 능률 향상, 유통재고 최적화, 차량관리·배차루트 효율화 등 물류업무
개선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2017년 개념입증실험(PoC)과 가치입증실험(PoV) 중심으로 의약품 도매 슈퍼마켓의 창고작업
/배송업무 최적화 및 효율화 등에서 활용되었으며, 2018년에 창고작업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향후 작업효율 개선을 위한 수요 증가가 기대
현재 물류 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 등 물류 과제 해결을 위해 로보틱스, IoT, AI 기술을 활용, 자
동화를 실현하는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제조, 판매가 일체가 되어 물
류의 최적 공급 사슬 구축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시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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