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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글로벌 경제환경 및 기업환경의 빠른 변화의 흐름에 기업들은 자사
의 공급체인 구조 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급체
인관리(SCM)는 `90년대 말부터 국내에 도입된 경영혁신기법으로 제조
업, 유통업을 비롯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급체인관리가 산업계에 확산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공급체인관
리 전략의 일환으로 물류네트워크에 변화를 주게 되면, 이는 산업 전
반의 거시적 물류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이고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구축된 물류네트워
크가 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수
행하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
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기업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공급체인관리기법이 산업
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의 흐름을 국가물류정
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 및 물류분야의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기업경영 혁신기법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국가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략에 대한 자료 획득 한계로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
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사구시적
인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 기회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
에 좀 더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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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본 연구는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의 접점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 SCM 전략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국가물류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 전략
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가물류네트워크 공급 및 운영·관리를 위한 물류시
설정책의 전략적 변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물류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
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등 주요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그간의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
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사례분석의 경우 글로벌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므
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장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 분석
및 개선 대안 도출은 국내로 한정한다.
물류기업 인터뷰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기업의 SCM 혁신사례를 조사 분석
하여, 기업의 SCM 전략이 물류네트워크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국가교통 DB의 화물 OD 및 전국 택배 OD 등 물동량 이동 실태
및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DB 등을 활용하여 공공이 공급하고 관리하는 국가물
류거점네트워크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물류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성 설정
과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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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결과
가. SCM의 개념 및 활용특성 분석
기업의 SCM 도입 전략 및 적용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 활용 가능한 SCM 전략의 적용기술 및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
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의 SCM 전략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 SCM의 도입범위가 기업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SCM 체계로 구축되
는 경우와 제품군별로 차별화된 공급망 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적용 행태도 기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특정 기업의 사례에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를 전략요소로 활용했
다고 하더라도 동일 산업의 타기업에서는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또 네트워크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
도 그 영향의 범위가 기업에 따라 국내 차원으로 한정될 수도 있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 국내 차원의 네트워크 변화를 촉발
하는 SCM 도입 사례의 경우도 그 영향 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차별화되었다.

나. 기업 SCM 전략과 주요 산업의 물류네트워크 변화 특성 분석
산업특성에 따른 SCM의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36개 사례
들을 산업적 특성에 따라 종합정리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SCM을 도입한 사례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해당 기
업의 전 분야에 걸친 전략 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SCM은 학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일정 부분 도입전략 및
구현기술 등이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성 및 구조
로부터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기업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SCM 전략 전개과정에서 네트워크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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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특성이나 기업특성에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CM
의 구성요소로, 기업들의 SCM 전략변화가 결국 기업의 물류네트워크의 구조
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전략은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적
용 범위 및 방식이 천차만별이지만, 이를 국가단위의 거시적 관점으로 통합하
면 국가단위의 산업 및 물류시설 네트워크에 그 변화 결과가 투영되어 나타나
게 된다.
즉, 기업의 SCM 전략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재구조화는 결국 기업의 생
산활동과 물류활동 거점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물동량
의 발생 및 흐름과 산업의 생산 및 물류시설의 입지를 통해 표출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생산시설의 입지 및 창고시설의 분포
데이터에는 `90년대 말부터 추진되어 온 기업의 SCM 전략변화에 따른 거점들
의 입지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고, 이를 공공물류거점의
입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물류거점의 네트워크 정합성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다.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물류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국가물류시설의 공급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합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
동량의 발생 및 흐름의 관점에서 국가물류거점의 입지적 정합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생산 및 물류활동의 시작점으로서 생산활동의 거점인 산업단지와 물류
활동의 거점인 창고시설의 분포 관점에서 국가물류거점의 공간적 정합성을 평
가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물동량의 발생 및 흐름 관점에서의 정합성 평가는 국가교통DB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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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생산한 택배 OD를 활용하여 수행된다. 화물 OD를
활용할 경우 국가 전체에서 움직이는 모든 화물의 흐름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
어지는 반면, 택배 OD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활물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이 경우 국가물류거점 중 국제물류거점은 제외하였다.
생산 및 물류시설의 분포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생산활동의 주요 거점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DB를 활용한 분석과 기업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물
류창고DB를 활용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물류네트워크는 물동량의 흐름
관점에서 상당 부분 정합성을 갖고 있지만, 물동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 OD는 산업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물동량의 이동을 전제
로 하므로 지역내 산업물동량의 이동 현황을 좀 더 잘 설명하는 한편, 택배
OD는 산업생산보다는 유통과 물류관점에서의 물동량의 이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가물류거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물류활동의 차이를 분석 기초자료의 특성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과거 권역별 총량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해왔던 물류거점의 입
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전체 국가물류네트워크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국가물류거점 중 입지적 정합성이 낮은 물류시설의 운영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생산거점인 산업단지들이 국가물류거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율을 평가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별창고시설의 국가물류거점 연계서비스율을 평가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
된다.
여섯째,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업의 물류네트워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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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국가물류거점 공급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물동량 중심의
물류거점의 입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좀 더 유연하고 다변화된 체계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8가지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 검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수요검증 과
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류시설의 유형에 따라 수요
분석 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앞서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
업물류 수요와 생활물류 수요를 구분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물류단
지 개발은 토지 개발과 시설 건축 및 운영이 분리되고, 토지 개발은 주로 토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물
류 수요의 효율적 처리보다는 개발이익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물류수요와
물류시설의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물류단지 개
발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거나, 물류기업 등 실수
요자가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규모 및 유형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물류단지
의 물류시설용지에는 물류 및 유통기능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물동량의 창출
기능이 있는 제조기능을 물류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물류,
제조+유통+물류 등 물류단지의 기능을 다양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상대적으
로 물동량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공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해
야 한다.
넷째, 제조, 유통 등 연관산업 유치 시 물류시설용지 비율의 완화 또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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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중소규모 물류거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
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거나, 공공 주도의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물류시설의 입주 유인을 위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창고 매각 후 공공물류시설 입주 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공공물류
거점 내 물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도시권에 집중된 생활물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물류시
설 공급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된 거점물류시
설에 대한 공급정책의 분산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시권 내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물류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가물류거점과 관련된 민간투자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시대의 개념에 맞게 개발된 국가물류시설
을 미래시대에 맞는 물류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된 기존
국가물류거점에 대한 협약 변경 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상 제시된 8가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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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과 국가물류시설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내륙물류기지, 공항만 배후물류단지,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등 국가거점물류
시설과 지역물류거점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1). 제기
된 문제들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괴리가 존재한다. 첫째, 물류네트
워크 관점에서 지금까지 공급되어 온 물류시설의 분포와 물류시설 수요의 분
포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둘째, 국가물류시설의 기능 또는 성격 관점에서 그
간 공급되어 온 물류시설의 성격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물류활동의
특성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네트워크 정책은 ’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공급정책과 물류단지(구 유통단지) 및 물류터미널(구 화물터미
널) 공급정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물류시설 공급정책은 국가 주도의 산업정
책과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복합물류거점을 권역별로 배치하고, 주요 수출입
항만과 내륙의 산업시설을 연계한다는 관점이 지배하고 있었다. 즉, 산업시설
의 지역적 안배정책과 맞물려 배치되고, 물류시설 또한 같은 시각에서 공급이

1) 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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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물류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제조
업 부흥을 기반으로 산업화 초기 단계를 갓 벗어난 상황이었다. 특히 항만을
제외한 일체의 물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내륙지역에 물류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국가기간산업의 개발 계획과
교통망 확보 계획을 고려하여 5대 권역에 국가 주도의 거점물류시설을 공급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천 년대 초중반까지 이 시설
들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활동의 상당 부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IT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기업 물류활동의 글로벌화와 e-커머스 확산에 따른 다변화, 유연화, 고객 주도
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구조를 기반
으로 수립된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통구조의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가시권에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물류네트워크는 빠르게 모듈화되고 네트워크화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국
가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공급전략 또한 변화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의 접점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 SCM 전략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국가물류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 전략
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가물류네트워크 공급 및 운영·관리를 위한 물류시
설정책의 전략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한다. 이는 물류정책
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
류시설개발종합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등 주요 물류정책 수립의 기조를 상당
부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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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화주 및 물류기업의 SCM 전략 변화 및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
간의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 개선 및 정
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공간적 범위는 국가물류네트워크의 개
념적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업의 SCM 전략 변화의 특성 분석을 위한
사례분석의 경우 글로벌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장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한 정책 분석 및 개선 대안 도출은
국내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물류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 또한 국내
부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시설의 속성 측면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민간의 전
략 변화와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변화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하므로 최종적
인 정책대안의 경우 순수 민간시설은 배제하고, 공공 주도로 개발되는 공공물
류시설과 물류단지 등 공공부문의 관리하에 공급되고 있는 민간시설까지로 한
정한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기업의 SCM 구조 변화가 결국 국가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전략의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된다. 먼저 SCM의
개념과 기업의 활용 실태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기업의 SCM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업의 SCM 전략 변화가 물류네트워크 변화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가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전략과 얼마나 연계성을 갖
는지를 분석한다. 즉, 기업의 SCM 전략 변화에 따른 물류네트워크 변화를 분
석하고, 그 결과와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간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4

도출하고, 변화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 SCM의 개념과 기업 활용 실태
- SCM의 개념 정의
- 기업의 SCM 활용 사례 및 특성 분석
◦ SCM 전략 변화와 물류네트워크의 변화 특성 분석
- 글로벌기업의 SCM 전략 변화와 물류네트워크 변화 사례
- 국내기업의 SCM 전략 변화와 물류네트워크 변화 사례
- 주요 산업의 SCM 변화 특성 및 구조 분석
◦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적정성 평가
- 현행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 및 공급실태 분석
-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
- 정책적 시사점 분석
◦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 변화 및 추진과제 도출
-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변화 방향 도출
- 주요 정책 및 추진사업 제언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기업전략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물류활동 프로세스 및 물동량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반영한 국가 차원의 물류시설정책 개선방
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주요 기업의 SCM 전략 변화가 물류시설 또는
물류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국가 차원의 물류시설네트워크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물동
량의 흐름과 물류시설의 공급실태 간의 상호 연관성 분석, 민간의 생산시설
및 물류시설의 입지와 국가물류거점의 입지 간 정합성 분석을 위해 전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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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에 대한 DB와 전국 물류창고 DB 등을 활용하였다.
그 외 정책 개선 방향의 도출을 위해서는 학계 및 산업계 물류전문가들이
참여한 집단 인터뷰 및 집중토론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입되며,
최종적으로 정책적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책담당자와의
정책협의 등이 요구된다.
◦ 사례분석
- 해외사례 분석: 기업 SCM 전략 변화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문헌
조사 및 업계 인터뷰 등을 추진
- 국가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개선 전략 사례: 주요국(일본, 독일 등)의
물류관련 정책자료를 인터넷 조사를 통해 확보
◦ 데이터 분석
- 국가교통 DB의 화물 OD 및 전국 택배 OD 등을 통해 물동량 이동 실
태의 변화 동향을 분석
- 기업 사례 분석: 물류기업 인증 자료, 인터넷 조사 및 문헌분석을 통해
기업의 SCM 혁신사례 등을 활용
- 국가물류네트워크의 정합성 분석: QGIS를 이용한 시각적 분석 및 계
량분석을 병행
◦ 정책대안 도출 및 활용방안 모색
- 해외 및 국내 산업의 SCM 사례 수집, 기업 SCM 전략 변화 특성 및
구조 분석, 정책방향 전환 및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상의 물류네트워크 전략의 기본 개념 설정, 국가
물류기본계획 및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국가물류네트워크 기본 개
념 설정에 활용 가능하므로 국토부 등 정부부처 정책담당자와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정책 활용 가능성 제고
이상의 연구방법과 내용을 반영한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6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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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외 연구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SCM의
관점에서 물류정책 발굴을 위한 유사연구가 약 3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표 1-1>에 국내외 선행연구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등을 요약
하여 비교하였다.
정승주&서상범(2005)은 국가 SCM체계가 기업의 물류체계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국가 차원의 SCM 분석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SCM 전략 변화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고
려한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변화 방향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물류네트워크 전략이 Top-down식
정책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기업의 SCM 전략 및 네트
워크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Bottom-up식 국가물류네트워크
개발로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한편 서상범(2010)과 한국로지스틱스학회(2014) 연구의 경우는 국내 기업
의 SCM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산업정책
연구로 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서상범(2010)의 연구는 글로벌 물류기업
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략적 변화와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
다. 국내 주요 물류기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물류기업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 연구이다. 한편,
한국로지스틱스학회(2014)의 연구는 화주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물류기업의
SCM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를 제언하는 과제로, 국가물
류네트워크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물류부문의 국가계
획 수립을 위한 국가물류네트워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기조 및 추진과
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원은 주요 국가교통 및 물류정책 기획 및 계획안 마련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활용범위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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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선행연구 특징 비교 분석
구 분

연구목적
국내 물류기업의 SCM
지원역량 강화방안 연
구(한국로지스틱스학
회, 2014) : 화주의
SCM 역량 강화를 통한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기 위해 물류기업
의 전문역량 강화 및
SCM 특화형 중소물류
기업 육성정책 발굴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문헌 및 사례연구
- 주요 화주기업의 SCM 도입
- 면접조사(심층인터뷰)
배경 및 특성 분석
- LSC(Logistics Score Card) - 국내 화주기업의 요구사항
를 활용한 역량평가
분석
- 전문가 자문
- 국내 물류기업의 SCM 지원
역량 분석
- 국내 중소물류기업의 SCM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추진체계

글로벌 물류기업의 성 - 글로벌 물류기업 사례 조
주
장구조 분석을 통한 국 사(문헌 연구)
요
내 물류기업의 발전전 - 국내 물류기업 조사(문헌
선
략 구상(서상범, 2010) 연구 및 면접 조사)
행
: 글로벌 물류기업의 성 - 계량분석모델을 이용한 벤
연 2
장구조의 특성 분석을 치마킹 분석
구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 및 정
책지원 방안 제언

- 글로벌 물류산업의 주요 동
향 분석
- 글로벌 물류기업의 변화 과
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
-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발전
과정 및 중장기 전략 분석
- 국내 물류기업의 경쟁력 분
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정부 및 공공 부분의 관련
지원제도 제안

국가 공급사슬망관리 - 국내외 관련 모형에 대한
(SCM) 모형 개발을 위 이론 고찰(문헌조사)
한 기초연구(정승주, 서 - 최적화기법과 시뮬레이션
상범, 2005): 국가 차원 기반 모형 정립을 위한 전
3
의 공급사슬망관리를 문가심층자문
위한 통합의사결정모
형의 기본 컨셉 및 구
조, 활용방안 제언

- 국내외 유사솔루션 사례분석
- 통합물류솔루션의 개발방향
정립
- 최적화 기법 기반의 모듈별
모형화 계획 수립
- 개발추진을 위한 마스터플
랜 수립

본 연구는 국내 주요산
업의 SCM 전략 변화에
따른 국가 물류네트워
크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에
본 연구
서 수행됨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 글로벌기업의 SCM 전략과
통계분석(수출입 및 유통경로) 물류네트워크의 변화 사례
- 심층 인터뷰(화주/물류기업) 분석
- 전문가 자문
- 우리나라 주요 산업 및 기업
의 SCM 전략 변화 사례 분석
- 주요 산업의 수출입 및 유통경
로 변화 실태 분석 및 시사점
- 국가물류네트워크 현황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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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SCM의 개념 정의
1) SCM의 개념 및 주요 특징
’70년대 시작된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관리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실물 재화의 흐름을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
었다. 제조 및 유통산업의 관점에서 물류활동을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업활동
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현대와 같이 물류산업을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
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 본격적인 물류관리(Logistics Management)의 개념으
로 발전되어, 기업 전체적 관점에서 생산과 판매를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하여
효율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점부터 물류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개별기업의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대행하는 제3자
물류의 개념과 함께 물류전문기업의 출현이 촉발되었다.
<표 2-1> 물류관리의 개념 정의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의 정의>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원자재, 재공품 재고, 완제
품 및 관련 정보의 보관 및 흐름을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
는 프로세스
자료: https://cscmp.org/CSCMP/Educate/SCM_Definitions_and_Glossary_of_Terms.aspx(2019.3.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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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은 `90년대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경영기법으로 자사 중심에서 최적화
를 추구하던 기존의 물류관리(Logistics Management) 개념을 원자재의 공급
자로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전 범위로 확장하여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재화(원자재, 재공품 재고, 완제품 등)를 비롯해 정
보 및 재무적 흐름까지를 포괄하여 전체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물류관리와
차별화된 SCM의 특성이다.
특히 SCM의 경우 자사를 넘어 원자재 및 재공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로부
터 완제품의 수요처, 심지어는 수요처의 수요처까지를 포괄하여 최적화를 도
모하므로, 물류관리에 비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최적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점시설의 네트워크 재조정, 공급업자의 다변화, 글로벌소싱 등 다
양한 SCM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표 2-2> 초기 SCM의 개념 정의
<CSCMP(Council of SCM Professional)의 정의>
SCM은 자재의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
달, 생산, 판매, 물류에 관한 전반적 계획 및 관리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업자, 중간거
래처, 3자물류기업, 고객 등 모든 공급망 참여자의 조화와 협력이 중요하며, 전체 공급망에
걸쳐 수요 및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나의 커다란 공급망(Supply Chain)으로
보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Global Optimization)하기 위한 관리기법
자료: https://cscmp.org/CSCMP/Educate/SCM_Definitions_and_Glossary_of_Terms.aspx
(2019.3.15 검색)

<David Simchin Levi의 정의>
공급체인관리는 고객과 약속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절한 양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생산하고 배송될 수 있도
록 공급자, 생산자, 창고, 판매처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활용되는 일련의 접근방법
자료: Simchi-Levi, D. et al.(2008), Designing and Managing the Supply Chain, Irwin.

특히 물류관리와 달리 SCM에서는 고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의 흐름에 대한 가시성 확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상시적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 개선 등이 핵심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장 주요 산업의 SCM 활용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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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E Technologies Inc(2000); 박명섭(2010), ｢발표자료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본 SCM’｣, p.9에서 재인
용(일부 수정)

<그림 2-1> SCM의 정의

SC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범위를 넘어 공급체인 전반에 대한 최적화
를 위해 기업과 기업간, 기업내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하
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IT기술이
핵심요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CP
(Supply Chain Planning), SCE(Supply Chain Execution) 등의 정보시스템 솔루
션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
Replenishment)2) 등 실시간 최적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SCM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90년대 후반부터 본격
화되어 왔으며, IT 기술, 장비 및 인프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고도화
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 CPFR: 협력적 예측·보충 시스템. 판매·재고 데이터를 이용해 제조·유통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예측하고 계획하며 상품을 보충하는 업무 프로세스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SCM 공급측면 응용기술(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llaborative_planning,_forecasting,_and_replenishment(2019.
3.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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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찬석(2002), ｢물류/SCM의 이해와 공공물류의 적용｣, 서울연구원 발표자료, p.45에서 인용

<그림 2-2> 국내 주요 기업의 SCM 도입과정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M은 다양한 산업 및 기업에서 각자의 특
성에 맞는 구조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방식은 기능적 관점, 조
직적 관점, 정보적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먼저 기능적 관점에서는 제조업 주도로 도입되거나 유통업 주도로 도입되
고 있다. 제조업 주도로 도입된 경우 생산흐름의 최적화를 위해 주로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부문에 대한 혁신에 중점을 두는 반면, 유통업 주도로 도입된
경우에는 판매물류의 관점에서 주로 제품의 배송 최적화 및 재고 감소를 중심
으로 혁신을 추진한다.
조직적 관점에서 도입되는 경우 공급망에 참여하는 참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성과관리 측면
에서의 혁신 또는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관점에서 도입하는 경우 공급망 내에서 발생되고 처리
되는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기화함으로써 공급망 내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다.
3) 박찬석(2002), ｢물류/SCM의 이해와 공공물류의 적용｣, 서울연구원 발표자료,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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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도입 주체에 따른 SCM의 주요 특징
관점
제조업
주도
기능적
관점
유통업
주도

주요 특징
제조업체의 생산 지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
(원재료의 조달 부문의 혁신에 중점)
판매 지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
(주로 제품의 배송과 재고관리 혁신에 중점)

조직적 관점

공급사슬관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BSC(Balanced
Score Card)나 ABC(Activity Based Costing)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둠

정보적 관점

기업 내외부의 정보 자원을 통합하여 공급사슬 관련업체 간에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동기화를 기반으로 공급체인의 효율성 추구

자료: 박찬석(2002), ｢물류/SCM의 이해와 공공물류의 적용｣, 서울연구원 발표자료, p.41을 도표화

2) SCM의 발전 과정
초기 SCM은 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의 전체 공급체인 관점에서 차별적 경쟁력 확보 관점으로 전
환4)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가 주요 관점으로 부각되면서 유연성, 지속가능
성, 고객지향성 등 세 가지 전략적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5)
SCM을 도입하는 관점의 변화는 SCM에서 활용되는 전략 또는 주요 이슈에
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초기 SCM(SCM 1.0)의 경우 공급체인 상의 총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Design for SCM(postponement: 지연전략), 배송
망 재구조화, 프로세스 혁신, 정보기술 도입,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전략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지털화(Digitization),
옴니채널화(온-오프라인 융합) 전략과 함께 위기(위험)관리, 글로벌화,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 지향점이 추가되면서 SCM 2.0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급망 전체 비용 최적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약조건으로 사회
적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SCM 최적화의 문제가 점차 복잡해

4) SERI(2008.8.20.), ｢경쟁우위의 새로운 원천: SCM｣, CEO Information , 요약에서 인용
5) SERI(2008.8.20.), ｢경쟁우위의 새로운 원천: SCM｣, CEO Information , p.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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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SCM의 도입 초기 시점보다 IT 기술의 발
전 수준이나 기업 및 사회시스템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좀 더 복잡해진 의사결정 문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한편 CIOBiz(전자신문)에서는 SCM 2.0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SCM 도입 전
략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환경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
는 그린 SCM,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절세 SCM, 온라
인 시장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 요구 대응 관점의 디지털 SCM 등 세 가지 새로
운 도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SCM의 도입 유형 및 전략은 정형화된 형
태로 존재하지 않고, 기업의 특성 및 도입 상황에 따라 비정형의 복합적 구조
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
<표 2-4> SCM의 개념적 발전 동향
도입 유형
그린
(Green)
SCM

절세
(Tax
Effective)
SCM

디지털
(Digital)
SCM

주요 구현방법
- 구매, 개발, 생산, 판매, 물류, 유통 등 공
급망 전체에 걸쳐 탄소발생량의 측정 및
경과 관리
- ‘탄소 저감’을 목표로 제조업체와 협력업
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현업 프로세
스 및 의사결정을 지원
- 저세율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생
산 및 판매기지 등 네트워크를 세금이 낮
은 곳 중심으로 재편
- 분산되어 있던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 책
임을 지주회사로 일원화하여 지주회사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되도록 최적화
- 창고, 재고 등 실물이 필요하지 않은 컨
텐츠, 앱 등의 유통단계 최적화를 통해
수익 극대화
- TV,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고객의 다양
한 요구에 맞는 컨텐츠 공급전략을 개발
하고 관리 경쟁력을 향상

도입 사례
- 테스코+P&G: ATP(Available To
Promise)를 통해 협업하여 탄소 저감
- 코카콜라: 협력업체의 탄소배
출량까지 관리하여, SCM 전 경
로에서 물 등 재료 관리부터 포
장, 판매까지 탄소 저감
- 레노보: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물류기지를 이전하여 절세 효
과 극대화
- 소니: 기업의 핵심기능을 싱가
포르로 이전하여 싱가포르 중
심으로 경영구조를 재편
-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컨텐츠
를 판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앱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창출
- 디즈니: 창의적 디자인 경쟁력
과 고유의 컨텐츠 개발을 통해
수익 극대화

자료: 전자신문, ｢CIOBiz+: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3가지 SCM 유형｣, https://logistory.com/303(2019.6.23 검
색)에서 재인용

6) ｢새롭게 각광받는 ‘넥스트 SCM’｣, https://logistory.com/303?category=166266(2019.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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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의 SCM 활용 사례 및 특성 분석
1. SCM의 주요 모델 및 구현기술
SCM의 활용사례 및 특성 분석은 기업별 SCM 전략의 구현기술 또는 모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각 구현기술 및 모델별로 도입사례를 종합정리하여 분
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SCM의
전략 변화가 네트워크 측면에서 기업의 물리적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
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물류시설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SCM의 주요 도입전략이나 구현기술의 개념 및 도입사례를 분석하면, 물리
적인 물류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정보적 관점에서의 혁신을 통해 공
급망 전체에 걸친 각종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사례도 있고, 절세
SCM과 같이 공급망의 물리적 구조를 재편하여 공급망의 수익 최적화를 추구
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 및 기술의 적용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업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여러 문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SCM의 구현기술은 <표 2-5>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이 구현기술들이 모든 산업 및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구현기술의 출현배경 등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주요 적용분야
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주요 개념 및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적용분야 또는 산업분야에 도입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CM의 적용모델 또는 구현기술은 정해진 방식이나 유형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공급망 특성 분석을 통해 혁신 방향을 설정하
고, 그 방향성에 맞는 최적화된 혁신방법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 타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모델 또는 구현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등 자사의 특성에 맞도록 최
적화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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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SCM 주요 구현기술 및 적용분야
구현기술

주요 개념

주요
적용분야

QR(Quick
Response)

의류소매업체에서 소비자 판매정보를 용이하고 신속하
게 획득하여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의류공급을 해주는
것을 의미

의류사업
분야

ECR(Efficient
Customer
Response)

식품의 총공급망에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탄생한
전략적 개념으로 효율적 판매촉진전략(Efficient
Promotion Strategies), 효율적 신제품 출시(Efficient
Product Introduction), 효율적 상품구성(Efficient
Store Assortments), 효율적 제품보충(Efficient
Replenishment) 등을 추진

식품분야

CRP(Continuous
Replenishment
Program)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각종 상품에 대한 주문을 양
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효율화
- VMI(Vendor Managed Inventory) : 제조업체 측에서
소매업체의 판매와 재고정보를 받아서 재고보충을
하거나 재고진열을 하는 것
- CMI(Co-Managed Inventory):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가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하면서 지역여건, 경쟁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재고수준을 관리해 나가는 것

제조업
전반

POS System을 통한 판매데이터를 기초로 정확한 수요예
측 결과에 의해 상품을 주문함으로써, 소비자의 Needs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품의 유통 및 재고비용을 절감

소매
유통업
(CVS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특정 제품군의 제품도입단계부
터 제품진열, 판촉전략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최적 제품군 선택이 관건)

식품업,
생활용품,
문구류 등

Cross Docking
System

IT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프로세스의 비단절화를 목적
으로 공급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입고와 고객으로 출하시
발생하는 저장단계를 없애고 입고 후 곧바로 재분배를
통해 출하

농수산물,
식품류,
택배

Supplier Hub

제조업체에 직접 납품하지 않고 제조업체와 인접한 지역
에 구매대행업체(구매업체 단체)가 관리의 책임을 맡는 창
고를 건설하여 공급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법

IT(LCD 등),
e커머스
(쿠팡 등)

Postponement
(Delayed
Differentiation)

수요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제품의 최종
완성시점을 지연시키는 것
- Pull Postponement : 최종조립을 판매시점에 인접하
여 설정하여 고객의 주문에 맞춤
- Logistics Postponement : 제품의 Customization
Point를 소비지에 가깝게 위치
- Form Postponement : Process 순서변경 등을 통해
최종생산시점을 지연(베네통)

의류,
자동차,
IT, 화학

CAO(Computer
Assisted
Ordering)
Category
Management &
Strategic
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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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기술

주요 개념

주요
적용분야

CPFR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 CPFR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긴밀한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여 각각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계획/
일정관리/수요예측을 공동으로 수행
- 선진기업들은 이를 통해 수요예측 오류를 최소화하여
소비자 서비스 수준 향상, 재고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가전, IT

SPA(Speciall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에 걸쳐 공급망 전체를
시스템화하여 물류와 고객정보를 보다 효율화하여 관
리함으로써 적기에 적량을 생산하고 중간유통단계를
제거하여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생산원가를 절감
(GAP, Zara, 유니클로, H&M 등)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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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찬석(2002), ｢물류/SCM의 이해와 공공물류의 적용｣, 서울연구원 발표자료, pp.42-44를 재정리하고,
일부 항목 추가하여 수정함

예를 들면 QR(Quick Response)은 주로 의류사업분야에서 적용되는 SCM
구현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편의점 등의 POS 시스템과 같이 고객의 판매정보
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발주정보를 통합관리하는
CAO(Computer Assisted Ordering) 등 소매유통 전반으로 확장 가능하다. 그
외 자라, 유니클로 등 의류업계에서 최근 활용되는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의 경우 QR의 개념을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하여 디자
인, 수요예측, 공급망 재구조화를 통한 일관 조달-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함으
로써 리드타임 단축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즉, 판매정보를 기반으로 소비
자 요구에 적합한 의류를 신속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QR의 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보가시화를 통해 고객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
이고, 디자인부터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공급망의 공간·시간 구조
단축을 통해 제품 출시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등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SCM을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적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활용하
고 있다. <표 2-6>은 SCM 1.0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로 SCM을 고려한 제품디
자인, 배송망 재구조화, 프로세스 혁신, 정보기술의 활용, 공급망 통합 및 전략
적 파트너십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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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SCM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이슈)
구성요소
(이슈)

주요 개념

주요
적용기술

SCM을
고려한
제품디자인

- 효과적인 디자인을 통해 제품 및 부품재고의 관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고유지비와 운송비 등의 최적화에 많은 영
향을 미침
- 제품의 최종완성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재고비용 및 운송
비를 절감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대응체계를 구축
- 사례: HP, 베네통, 노루표페인트, 동양매직, LG전자,
MCC(Smart 사례) 등

Postpone
ment 또는
Delayed
Differenti
ation

배송망
재구조화

- 고객의 수요 패턴의 변화,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의 만기 도
래, 제품 공급 유형의 변경 등은 배송망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배송망의 구조는 전략적 의사결
정으로 하위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사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니콘, HP, 아마존 등

Supplier
Hub,
Cross-Do
cking 등

프로세스
혁신

- 공급체인 전체 업무프로세스 흐름을 하나의 통합된 비즈니
스 프로세스로 간주하고 기업과 조직의 벽을 넘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전체 최적화 추구
-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 부분 최적화에서 전사 최적화 중심
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혁신
- 사례: 코카콜라보틀링, MCC(Smart 사례), 이마트, 선마이
크로시스템즈, 홈플러스 등

CrossDocking,
VMI,
Direct
Shipment,
SPA 등

정보기술의
활용

- SCM 도입에 있어 핵심요소인 공급망 가시성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수적 요소
- 과거 기업내부시스템 중심의 정보화사업이 기업 내부시스
템과 기업 외부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다
양한 주체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
- 사례: Dell, 아마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코카콜라보틀링 등

QR, ECR,
CPFR 등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

- 공급망의 통합관리는 SCM의 핵심요소로 외부 관계사와 전
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운영계획의 실시간
통합 의사결정이 가능
- 조직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 파트너와 어느 수준까지 통합화
할 것인가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됨
-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은 재고관리부터 상품구색
관리, 통합적 계획 수립, 수요예측, 재고보충 등의 실시간
관리 등을 통해 구현
- 사례: 소니, 니콘, CJ제일제당-CJ프레시웨이 등

CRP(VMI,
CMI),
Category
Mgm’t,
CPFR

자료: 박명섭(2010), ｢발표자료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본 SCM’｣, pp.10-15의 내용7)을 사례 추가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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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전략의 구성요소도 적용기술과 마찬가지로 기업전략에 따라 복합적으
로 결합하여 활용된다. <표 2-7>은 한국코카콜라보틀링과 MCC8)의 SCM 활용
사례를 전략 구성요소별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표 2-6>에 제시된 구성요소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7> SCM 구성요소의 복합 활용 사례 분석
구성요소
(이슈)

한국코카콜라보틀링

SCM을
고려한
제품디자인

배송망
재구조화

프로세스
혁신

- 50개의 물류센터를 19개의 물류센
터와 2개의 배송센터(cross-dock)
로 통합화함으로써 재고 비용 및
수송비용을 낮춤
- 운송 차량의 대형화를 통해 운송비
절감

- 배송업무와 세일즈를 구분하여 배
송업무 전문화 및 고객과의 시간
확대
- 고객정보 분석을 통해 이익에 따라
방문 횟수, 머무르는 시간 등 차별
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 Cross-dock을 통한 재고 최소화
및 리드타임 감소
- Direct shipment를 통한 재고감소
및 운송비 절감

MCC
- 모듈화 생산으로 재고 최소화
- 전체 부품의 70%를 모듈화하고,
사양 단순화(차체-2종, 변속기 1
종 등)
- 총 조립시간 단축(8시간) 및 cycle
time 대폭 축소
- 모듈부품 납입업체가 공장 안에
입주함으로써 라인사이드 외에
는 재고를 0%로 가져가고, 적시
에 조립라인으로 서열 공급을 가
능하게 함
- 십자형 공장설계로 물류효율 극
대화
- 판매물류망 단순화(Smart
Centres로 직송)
- 고객주문 프로세스 개선으로 고
객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고객 주
문이 생산계획으로 바로 연계됨
- 딜러의 주문이 일렬로 생산계획
에 반영되어 리드타임의 감소 및
운송효율을 증가시킴

7) 각 사례별 출처는 원문 참조
8) 스위스 스와치그룹과 다임러크라이슬러 오스트리아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94년 독일에 설립한 소형차
전문제조업체(MCC, Micro Compact Car AG)로 전용제조시설인 Smartville를 설립, 2006년 메르세데
스-벤츠에 인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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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이슈)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정보기술의
활용

- Caps Logistics를 이용하여 전체
판매물류 네트워크를 평가하고 재
설계함으로써 비용 절감
- Hand held PC를 이용하여 고객의
수요를 기간시스템에 연계시켜 정
확한 수요예측 및 배송계획 수립
- CHAMPS를 토대로 개별 고객에 대
한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 전개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

MCC

- 아웃소싱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
감 및 고정비 투자 최소화
- 부품업체가 부품개발, 생산, 물
류, 품질보증까지 수행

자료: 박명섭(2010), ｢발표자료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본 SCM’｣, p.37에서 인용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은 물류비용 절감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반 SCM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 기업은 재고의 보관 및 배송 합리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는 한편, 영업 및 배송프로세스의 분리를 통한 프로세
스 혁신으로 시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재편 및 수요예측, 배송정보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등 3가지 SCM 구성요소를 결합한
SCM 추진전략을 시행하였다.
특히 기존 자사의 재고보관 및 배송을 위한 거점네트워크의 적정성을 평가
하고, 최적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솔루션인 CAPS Logistics
를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물류거점에 대한 운영 컨셉 및 프로세스 개선,
네트워크 재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단
행하였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50개의 물류거점에서 재고의 보
관 및 수배송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했으나, 이를 재고보관 중심의 17개 물류
센터와 수배송기능을 전담하는 12개의 Cross-Dock 물류센터로 이원화하였
다. 이 과정에서 Cross-Docking, 직배송(Direct Shipment) 등 운영 프로세스
혁신을 결합하여 총 29개의 물류센터만으로 기존 물동량을 처리하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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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보관기능을 17개 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재고의 통합관리를 통한 재고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Cross-Dock 형태의 12개 물류센터를 통해 집중화된 배송물
량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 운송차량 대형화를 통해
운송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송센터 집약화에 따라 약화될 수 있는 고객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이
동식단말기를 도입하여 고객수요를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정확한 수요예측 및 배송계획 수립이 가능해졌고, 최신 마케팅솔루션을 도입
해 개별 고객에 대한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
을 도모하였다.

자료: 박명섭(2010), ｢발표자료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본 SCM’｣, p. 19.

<그림 2-3>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의 네트워크 재구조화 사례

2인승 소형차량 Smart 출시를 위한 MCC의 SCM 개선사례에서는 SCM을
위한 제품디자인, 배송망 재구조화 및 프로세스 혁신,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요 요소로 SCM 전략이 구성된다. MCC는 통상적인 자동차제조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CM 혁신 기반의 제조시스템을 도입하였다.
MCC는 Smar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품 자체에 대한 철저한 모듈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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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산을 지양하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조립을 시작하는 Build-toOrder 생산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Smartville이라는 전용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제조라인부터 물류네트워크의 운영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전
략적 아웃소싱을 통해 협력적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차를 직접 주문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기반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고객의 주문이 입력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계획이
곧바로 수립되고,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된 6개의 모듈을 조립하여 차량을 완
성한 후 바로 물류센터(Smart centres)로 직송하는 직배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SCM 혁신을 통해 완성차 재고의 감소, 리드타임 및 사이클타임의
감소, 운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SCM 2.0 개념이 확산되면서 공급망의 유연한 대응능력 강화가 중요한 관건
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탄력적 계약, 제조거점의
다변화, 통합적 재고관리, 플랫폼 기술(DfSCM), 고객요구 공통옵션화, 공급업
체 성과관리, 협력업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IT, 유통, 자동차제
조기업 등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탄력적 계약은 공급업체와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 변화에 대
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HP는 급격한 수요변화가 발생 시 2주
전에 통보할 경우 생산량의 50%까지, 1개월 전에 통보할 경우 생산량의 100%
까지 증산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급업체와의 옵션계약을 통해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플랫폼기술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부품 및 모듈의 공동 활용을 고려함으
로써 생산비용 및 재고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
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샤시 등을 공동개발 활용하는 플랫폼 공유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양사에서 개발되는 별도의 자동차모델에 대해 공동의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개발비용부터 생산비용, 재고비용 등을 절감하는
SCM 혁신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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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최근의 SCM 전략 활용 사례
전략
구성요소
탄력적
계약

주요 내용

기업명

- 주요 공급업체와의 공급계약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
HP, KT
- 주요 공급업체에 대해 2주 전 사전통보 시 생산량의 50%, 1개월 전
사전통보 시 100% 증산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

생산처의
다변화

- 고정적 수요는 생산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가변적 수요는 수요지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여 생산비용을 낮추면서 긴급수요에 따른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 북미시장에 판매하는 프린터 중 고정적인 대규모 물량은 생산원가가
낮은 싱가포르에서 생산
- 생산원가가 비싼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일시적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소규모 물량만 생산

HP

통합적
재고관리

- 재고 통합관리를 통해 공급망 예측 오류 최소화
-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개별 딜러가 관리하던 재고를 중앙배송센터에서
통합관리해 개별 딜러의 예측오류를 최소화

GM

플랫폼
기술
(DfSCM)

- 플랫폼기술, 모듈화 등 설계 단계에서 부품 및 모듈의 공용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재고비용을 절감
-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지 수를 줄이고,
공통부품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

노키아,
현대기아차,
LG전자

고객요구
공통
옵션화

- 공통옵션 패키지를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기호를 몇 개의 제한된 혼다,
사양으로 유도함으로써 재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현대차

공급업체
관리

- 공급망 구성요소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기상황 발생
에 대비
- 공급망의 위기요소인 '구입자재', '공정능력', '생산능력', '기술적 능력
', '리드타임' 등을 지표화하여 공급업체의 성숙도를 5점 척도로 관리

공급업체
협력

- 주요 공급업체들을 위해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정기적 P&G,
으로 정보 교환, 관리기술 전수 등을 통해 공급업체의 대응역량을 강화 현대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
기아차

인텔

자료: Sheffi, Y.(2005), The Resilient Enterprise, Cambridge, MIT Press; Billington, C., et al.(2002),
“A Real Options Perspective on Supply Chain Management in High Technology”,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15(2), pp.32-43: SERI(2008.8.20.), ｢경쟁우위의 새로운 원천: SCM｣,
CEO Information , p.6에서 재인용 후 부분 수정

24

제3절 주요 산업의 SCM 변화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글로벌기업의 SCM 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물류네트워크 변화
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미국 등 북아메리카
지역,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의 기업들이 분석대상이며, 국내외 사례들은 문
헌연구를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 및 홈페이지, 관련기업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내부자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부록에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은 SCM 도입 관련 세부적인 프로세스의 변화보다는 거시적 관점
에서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를 촉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SCM의 전략 변화가 국가 및 지역 물류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또는 변화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특성에 따른 SCM의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록에 제시한 각종 사
례들을 산업적 특성에 따라 종합정리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는
글로벌시장에서 SCM을 도입한 사례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해당 기업
의 전 분야에 걸친 SCM 전략 변화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SCM은 학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일정 부분 도입전략
및 구현기술 등이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성 및
구조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기업의 SCM 전략 도입사례를 <표 2-9>과 같이 종합정리하여 산업별
특성이나 SCM 도입전략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2-9> 주요 기업사례의 SCM 도입 특성 정리
기업

산업

레노버

IT

절세 SCM, 네트워크 재구조화 물류기지를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

소니
유니클
로

IT

절세 SCM, 네트워크 재구조화 물류기지 등 핵심기능을 싱가포르로 이전

Zara

특성

네트워크 변화 요소

의류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제조기지+물류망 아웃소싱 구축
의류 공급망 통합 및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제조기지+물류망 아웃소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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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기업
MCC
HP
GM
노키아
LG전자
혼다
니콘
일본통운(
A전자
기업)
일본통운(
의류업체
B)
일본
아스크루
네슬레
아마존

월마트
선마이크
로시스템
즈
존디어
(John
Deere)
타겟
(Target)
DHL
Ocado

산업

특성
네트워크 변화 요소
DfSCM, 배송망 재구조화, 프 모듈납입업체 공장 입주(Smartville, 프
자동차 로세스 혁신, 공급망 통합 및 랑스) , 판매물류망 단순화(Smart
아웃소싱
Centres)
생산시설 싱가포르 이전 및 긴급수요대
IT
탄력적 계약, 생산처 다변화
응 생산시설 확보(캐나다)
자동차 통합재고관리
중앙배송센터 도입(플로리다)
IT
플랫폼기술(DfSCM)
플랫폼기술(DfSCM), 아웃소
IT
싱
자동차 고객요구 공통옵션화(DfSCM)
배송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
IT
유럽 통합허브(암스테르담) 운영
트너십
IT

의류

배송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 글로벌 제조시스템 구축 및 싱가포르 부
트너십
품물류센터/완제품물류센터 운영
전략적
Hub)

파트너십(Supplier

중국 상하이에 해외조달허브 설치

이
전략적 파트너십, 배송망 재
수요지 인근(동경도)에 물류센터 구축
커머스 구조화
일본 아스크루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
식품 전략적 파트너십(아웃소싱)
통망 아웃소싱 추진
배송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트너
글로벌 네트워크 재편
이
십, Supplier Hub, 정보기술 활
(지역별, 기능별 공급망 재구축)
커머스
용
온라인 등 고객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
소매 &
공급망 재구조화
워크 체계 재편(배송센터 중심, 수요 인접
이커머스
성 강화)
IT

기계

공급망 재구조화, 프로세스 혁
허브센터 중심의 배송체계 구축(유럽)
신
공급망 재구조화

허브센터 중심의 배송체계 구축(북미)

상품군별 고객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
공급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
워크 체계 재편(배송센터 중심, 수요 인접
트너십
성 강화)
전문
메가허브 개발 및 다핵화(독일), 라스트
공급망 재구조화
물류
마일 배송망 확대, 다핵화(미국)
온라인 공급망 재구조화, 플랫폼 비
허브화 및 다핵화 진행(영국)
소매 즈니스, 정보기술 활용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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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기업
ASOS
Clipper
Logistic
s
삼성전자

산업

특성

네트워크 변화 요소

온라인
메가허브 개발(독일), 라스트마일 배송망 확대
공급망 재구조화, 프로세스 혁신
패션
(영국)
전문
공급망 재구조화
물류
IT

통합거점 개발(독일, 폴란드) 및 라스트마일
배송망 확대

정보기술 활용(가시성 확보), 프 삼성SDS Cello서비스를 이용한 전략적 아웃
로세스 혁신, 전략적 아웃소싱 소싱

현대기아차

CKD 유통 기반의 통합거점(CC) 개발(국내, 미
플랫폼기술(DfSCM), 공급망
자동차
국, 동유럽 등), 협력사 네트워크 체계 개편(글
재구조화, 전략적 아웃소싱
로벌)

글로비스

전문 공급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트 신규경로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개편(쿠퍼항,
물류 너십
TSR)

홈플러스

소매

CJ
대한통운

전문
공급망 재구조화
물류

메가허브 구축을 통한 공급망 재정비(1허브→
멀티허브)

한진

전문
공급망 재구조화
물류

메가허브 구축을 통한 공급망 재정비(1허브→
멀티허브)

쿠팡
아디다스
GE
Predix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UPS

공급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트 허브 개발을 통한 수배송 네트워크 재편(목천
너십, 프로세스 혁신
센터), 다핵화로 전환

이 전략적 파트너십(Supplier Hub),
풀필먼트센터 확대
커머스 정보기술
패션 공급망 재구조화, 정보기술 도입

글로벌 공급망 및 유통망을 단순화하고, 스피
드팩토리를 전략시장 인접지역에 구축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산업 기계/
기계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기술 활용 설비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조기업의
운영체제기능 서비스
식품

배송센터 통합 및 역할 구분(50개 물류센터→
배송망 재구조화, 프로세스 혁
19개 물류센터와 2개의 cross docking 배송센
신, 정보기술 활용
터)

UPS 스토어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D프
물류 프로세스 혁신, 정보기술 활용 린팅 서비스 제공(14년 기준 100곳에서 서비
스 제공)

GE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380(Korean
Air, Air France, Qatar, Etihad, Emirates)의
Pratt&W 기계/부 공급망 재구조화, 전략적 파트
모든 엔진에 센서 부착,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hitney
품 너십, 아웃소싱, 정보기술 활용
을 통해 최적 운항지원 서비스 및 예측 유지보
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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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산업군별 SCM 도입전략 특성 분석
구분

IT

레노버
소니
HP
네트워크
니콘
재구조화 선마이크로
시스템즈

DfSCM

아웃소싱
SCM
전략

생산처
다변화

의류

유니클로
자라

삼성전자
LG전자

유니클로
자라

HP

유니클로
자라
아디다스

네슬레

의류업체B

유통

물류

아스쿠루 일본통운
아마존
DHL
월마트 Clippers-L
타겟
ogistics
Ocado
글로비스
홈플러스 CJ대한통운
한진

Pratt&Whit MCC
ney
현대-기아
차

MCC
GM
네슬레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기술
활용

자동차

MCC
혼다
현대차-기
아차

의류업체B
니콘

프로세스
혁신

산업군
기계

유니클로
네슬레
존디어
MCC
자라
Coca Cola Pratt&Whit 현대차-기
아디다스
Korea
ney
아차
의류업체B
(일본통운)

노키아
LG전자

통합
재고관리

식품

Pratt&Whit
ney

선마이크로
시스템즈
삼성전자

Coca Cola
Korea

삼성전자

아디다스 Coca Cola GE Predix
Korea Pratt&Whit
나이키
유니클로
ney
자라

아스쿠루 글로비스
아마존 CJ대한통운
타겟
한진
홈플러스 일본통운
쿠팡
UPS
MCC

Ocado
홈플러스

UPS

아마존
Ocado
쿠팡

UPS
CJ대한통운
한진

<표 2-10>은 각 산업군별로 SCM 전략의 활용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
로, 해당 셀의 배경색이 진할수록 기업의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T 산업
의 경우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가장 적극 활용하면서, DfSCM, 아웃소싱, 프로
세스혁신 등의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진 반면,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네
트워크 재구조화, 전략적 파트너십, 정보기술 활용 등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일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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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은 주요 전략별로 활용기업수를 재정리한 것으로 네트워크 재구
조화(28)가 가장 보편적인 SCM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
(14), 정보기술 활용(14) 등 공급망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공급망 참여
자간의 전략적 협업,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최적 관리하기 위한 정보기술
의 도입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M 전략의 전개 과정에서 네트워크 재구조화는 산업특성이나 기업특성에
상관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CM의 구성요소로, 기업들의 SCM
전략변화가 결국 기업 물류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주요 도입전략별 도입기업 현황
주요 전략

도입기업

기업수

네트워크
재구조화

레노버/소니/HP/니콘/선마이크로시스템즈/
유니클로/자라/아디다스/의류업체B(일본통운)/
네슬레/CCKBC/
아스쿠루/아마존/월마트/타겟/Ocado/홈플러스/
존디어/Pratt&Whitney/MCC/현대차-기아차/
일본통운/DHL/Clippers-Logistics/글로비스/CJ대한통운/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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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CM

노키아/LG전자/유니클로/자라/
MCC/혼다/현대차-기아차

7

아웃소싱

삼성전자/LG전자/유니클로/자라/네슬레/
Pratt&Whitney/MCC/현대-기아차

8

생산처 다변화

HP/유니클로/아디다스

3

통합재고관리

의류업체B/MCC/GM

3

전략적
파트너십

니콘/의류업체B/네슬레/아스크루/아마존/
타겟/홈플러스/쿠팡/Pratt&Whitney/
글로비스/CJ대한통운/한진/일본통운/UPS

14

프로세스 혁신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삼성전자/CCKBC/Ocado/
홈플러스/MCC/UPS

7

정보기술 활용

삼성전자/아디다스/나이키/유니클로/자라
CCKBC/아마존/Ocado/쿠팡/
GE Predix/Pratt&Whitney/UPS/CJ대한통운/한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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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및 연구 활용 방향
기업의 SCM 도입 전략 및 적용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활용 가능한 SCM 전략의 적용기술 및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을 복합
적으로 결합하여 기업의 SCM 전략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CM의 도입범위는 기업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SCM 체계로 구축되는 경우
와 제품군별로 차별화된 공급망 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기업에
따라, 도입 목적에 따라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재구조화 전략도 적용하는 기업별로, 또 산업별로 차별
적 속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IT
산업이나 자동차, 기계산업의 경우 물류비용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국내적 관점에서도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 조달물류 관점에서
는 가능한 제조공장 인접에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모듈화 및 서열화된 생산체
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매물류 관점에서는 허브앤스포크 전
략을 통해 공급망 재고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IT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판매하
는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설치물류, 유지보수물류 등 부가가치물류서비스 확
대를 위해 가능한 고객접점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유통기업 및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 B2B
물류의 경우 제조기업과 고객의 위치를 동시에 고려한 허브앤스포크 개념을 적용
하여 네트워크 최적화를 추진한다. 이에 비해 B2C 물류의 경우 철저하게 고객 중
심으로 거점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앞서 아마존을 비롯한 외국사례, 국
내의 CJ대한통운, 한진 등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급격
한 증가에 따라 기존 허브들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물량이 집중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허브를 별도 운영하는 멀티허브 전략이 도입되면서 택배 관
련 거점물류시설의 고객지향적 입지 변화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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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떤 기업 사례에서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전략요소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산업군에 속하는 다른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무조
건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의 범위가 기업에 따라 국내차원으로 한정될 수도 있고, 국가를 넘어 글로
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국내차원의 네트워크 변화를 촉발하는 SCM
도입 사례의 경우도 그 영향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기업 SCM 전략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재구조화는 결국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활동을 위한 거점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
로 물동량의 발생 및 흐름과 산업의 생산 및 물류시설의 입지를 통해 표출되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 기준으로 조사한 생산시설의 입지 및 창고시설의 분포 데이
터에는 `90년대 말부터 추진되어 온 기업 SCM 전략 변화에 따른 입지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고, 이를 공공물류거점의 입지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물류거점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네트워크 변화
를 얼마만큼 잘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국가물류네트워크의 현황을 물동량의
발생 및 도착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한편, 기존 산업시설 및 물류시설의
분포를 통해 국가물류네트워크 정책의 공간적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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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물류네트워크의 범위는 국
가 및 공공이 개발 및 관리하는 거점물류시설로 한정되므로 주요 국가물류시설
의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운영전략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가물류시설의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정합성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동
량의 발생 및 흐름의 관점에서 국가물류거점의 입지적 정합성을 평가하는 방법
과 생산 및 물류활동의 시작점으로서 생산활동의 거점인 산업단지와 물류활동
의 거점인 창고시설의 분포 관점에서 국가물류거점의 공간적 정합성을 평가하
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1절 주요 국가물류시설의 공급 및 운영 현황 분석
국가 및 공공이 관리하는 주요 국가물류시설의 종류는 항만배후단지, 공항
배후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IFT),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물류단지, (일반)
물류터미널 등이 존재한다. 항만배후단지와 공항배후물류단지의 경우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한편,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 물류단지, (일반)물
류터미널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개발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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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륙화물기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의 내륙물류기지(복합물류터미널+내륙컨테이너기
지)가 개발되어 있는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대 권역10)으로 구분하여 권
역별로 1개의 내륙물류기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표 3-1> 내륙물류기지 공급 및 운영 현황(2017.11)
(단위: 면적: 천 ㎡, 컨테이너 처리용량: 천 TEU/년)

구분
수
도
권
부
산
권
호
남
권
중
부
권
영
남
권
계

터미널 명칭
/운영법인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한국복합물류(주)

처리능력

`12

면적: 304
면적: 311*

의왕ICD/
컨테이너:
1,370
의왕ICD(주)
양산복합물류터미널
면적: 177
/한국복합물류(주)
양산ICD/
컨테이너:
1,369
양산ICD(주)
호남복합물류터미널 면적: 44
및 ICD/
컨테이너:
한국복합물류(주)
340
중부복합물류터미널 면적: 92
및 ICD/
컨테이너:
한국복합물류(주)
350
영남복합물류터미널 면적: 146
및 ICD/
컨테이너:
(주)영남권복합물류
330
면적: 1,069*
IFT 운영률
(군포 확장
제외 시, 758)
컨테이너
ICD 운송실적
3,759

79.70%
(1,092)

13.80%
(189)
3.10%
(11)
6.80%
(24)
10.40%
(34)
69.7%

`13
77.90%
(237)
86.30%
(269)*
78.80%
(1,079)

운영실적
`14
79.80%
(243)
96.30%
(300)*
73.60%
(1,008)

`15
87.70%
(266)
98.50%
(307)*
71.90%
(985)

`16
93.10%
(283)
99.40%
(309)*
68.50%
(939)

78.30%
(139)

78.90%
(140)

89.80%
(159)

89.80%
(159)

11.10%
157)
80.60%
(31)

9.80%
(139)
90.60%
(35)

9.30%
(131)
86.40%
(33.7)

-

-

-

89.10%
(82)
7.20%
(25.3)
39.70%
(58)
0.70%
(2.2)

87%
(80)
17.40%
(61)
57.50%
(84)
3.60%
(12)

94.50%
(86.9)
23.20%
(81)
85.60%
(125)
4.20%
(13.7)

15%
(160)
77.30%
(34)
1.60%
(5.4)
95.70%
(88)
17.10%
(59.8)
87%
(127)
1.20%
(3.8)

76.30%
(816)*

82.40%
(881)*

91.50%
(977.6)*

93.10%
(1,000)*

35.9% 33.20% 32.10% 31.80% 30.93%**
(1,349) (1,263.4) (1,220.2) (1,210.7) (1,162.6)

주: * 군포 확장 포함, ** ICD 용도 변경 미고려 시
자료: 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p.13.

9) 국가: 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기지, 30만㎡ 이상의 물류단지, 지자체: 30만㎡ 미만의 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
10)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충청남·북도/대전/세종), 영남권(대구/경북), 호남권(전라남·북도/광주),
부산권(부산/경남/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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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남권에 위치한 장성내륙물류기지만 부분 개장한 상태이고, 나머지
4곳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시설 및 택배
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의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컨
테이너 처리시설인 내륙컨테이너기지의 경우 점차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90년대 이후 수도권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기간수송을 담
당했던 의왕ICD의 경우도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산권을 담당하는 양산ICD의 경우는 기존
부산항의 공컨테이너 보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부산신항 운영 개시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그 외 영남권내륙물류기지와 호남권내륙물
류기지(부분 개장)의 경우 개장 초기부터 현재까지 당초 목적했던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과거 활성화되었던 물류
시설의 최근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은 교통망의 변화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급화물의 속성 변화, 기업 물류전략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고속도로 확장 및 국도 개량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도로교통망이 원활해지면서 철도수송 대비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의 효율
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IT 등 소형고가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물류전략 변화를 촉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ICD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
었다.
둘째, 개장 초기부터 비활성화 상태에 들어선 ICD(중부, 영남, 호남)의 경우
기존 개발시대의 물류네트워크 전략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국가적으로 고품질의 물류시설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물류시설을 지어놓으
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물류시설로 모이게 된다. 하지만 경제고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개별 기업단위에서 얼마든지 우수한 물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이후에는 화물이 물류시설을 찾아가기보다는 물류
시설이 화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지역 안배의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내륙물류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실제 물류의 흐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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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다행히도 최근 택배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B2B, B2C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공간 확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비활성화되어 있던 중부
권, 영남권, 호남권 복합물류터미널은 가동률이 상당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

2. 물류단지
물류단지11)에 대한 공급계획은 물류시설법에 근거하여 권역별 총량제를 기
반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 총량제 폐지와 함께 실수요검증을 기반으로
한 사업단위의 평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기준 23개의 물류단지(약 990만 ㎡)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7개 물
류단지(약 214만 ㎡)가 공사 중이다. 이 외에도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여 사업기
획단계에 있는 15개 물류단지(469만 ㎡)까지 감안하면, 2022년에는 총 45개
의 물류단지(1,673만 ㎡)가 운영될 예정이다.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
재 물류단지는 개발 후 분양체계로 운영되어 개발 인허가를 통해 토지를 개발
하여 분양하는 개발주체와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아 물류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 즉, 개발주체의 경우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물류단지의 서비스권역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
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개발이익이 높은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수요가 집중되
는 등 물류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기 운영 중인 2개 물류단지 외에 2개의 물류단지가 공

11) 구)유통단지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유통단지개발계획에 의해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총량
제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현행 물류단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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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에 있으며,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가 추가로 4개 개발될 예정으
로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총 8개의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된다.
특히 8개 물류단지 모두 민간개발업자 주도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물류단지
개발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23개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주체는 LH공사, 자자체 개발공사 등 공
공부문이 16개, 민간부문이 7개로 공공 주도의 개발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
만 현재 공사 중인 7개의 시설은 공공 1개, 민간, 6개이며, 실수요검증을 통과
한 15개 물류단지의 경우 모두 민간이 개발주체로 2010년 이후 물류단지의
개발주체가 민간주도형으로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일 시군구에 8개의 물류단지가 위치할 경우 지역내 화물자동차 교통량 증
가에 따른 지역내 교통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내 교통망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악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 물류기업 등 물류단지의 실질적 운영주체들은 개발비용과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모두 떠안은 채 물류단지에 입주하게 되어, 초기투자비용이 증
가한다. 이는 결국 물류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화주 또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표 3-2> 물류단지 공급 및 운영 현황(2019.4)
구 분

운영 중
- 공공
16
- 민간
7

물류단지 명
(시행자)

위 치

합 계
부산 감천항
㈜원양어업개발
대 전
대전도시공사
울산 진장(1단계)
LH공사
음 성
LH공사
안 동
LH공사

30개소
부산
서구(암남동)
대전 유성구
(대정동)
울산 북구
진장동
충북 음성군
대소면
경북 안동시
풍산읍

규 모 사업비
(천㎡) (억원)

사업
기간

공사
현황 분양 입주 지정
률
율 고시
공정률 (%) (%) 일
(%)

12,046

50,309

206

3,761

`91∼`09

`09.12
준공

100.0

100.0

464

1,590

`98～`03

`03.3
준공

100.0

100.0 `99.02
.10

453

1,102

`00～`07

`07.10
준공

100.0

100.0

`00.08
.17

284

382

`98～`07

`07.7
준공

88.7

68.2

`98.12
.31

225

196

`05～`07

`07.12
준공

100.0

`98.12
.14

77.6 `05.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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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물류단지 명
(시행자)

위 치

전주 장동
전북 전주시
LH공사
덕진구(장동)
평택 도일
경기 평택시
평택시
(도일동)
여주 첼시
경기 여주시
㈜신세계사이먼
(여주읍)
광주 도척
경기 광주시
㈜현대F&G
(도척면)
서울 동남권
서울 송파구
SH공사
(문정동)
천안
충남 천안시
LH공사
백석동
남대전 종합
대전
대전도시공사 동구(구도동)

사업
기간

공사
현황 분양 입주 지정
률
율 고시
공정률
(%) (%) 일
(%)

189

259

`04～`07

`07.12
준공

100.0

69.5 `04.04
.09

486

724

`03～`08

`08.3
준공

100.0

83.7

264

478

`99～`10

`10.3
준공

100.0

87.7 `99.12
.08

278

593

`03～`09

`09.4
준공

100.0

100.0

561

8,410

`04～`18

`13.6
(1차)
준공

100.0

100.0 `04.11
.25

451

1,518

`00～`11

`11.11
준공

84.5

22.0 `00.01
.30

559

1,568

`08～`13

`13.6
준공

97.3

83.5 `08.05
.09

`03.07
.04

`03.07
.13

김포 고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김포시
(고촌면)

894

4,432

`10～`13

`12.12
(1차)
`13.6
(2차)

100.0

80.0

`09.10
.30

이천 패션
한국패션물류
경인아라뱃길
인천
한국수자원공사
안성 원곡
경기도시공사
광주 초월
㈜미래로지텍
영동 황간
영동군
부천 오정
LH공사

경기 이천시
마장면

797

2,459

`09～`13

`13.12
준공

100.0

85.9

`09.11
.27

1,145

3,270

`10～`14

`14.3
준공

97.0

81.0 `10.04
.16

682

2,107

`09～`14

`14.12
준공

99.1

68.9 `09.01
.30

265

1,383

`09～`14

`14.12
준공

100.0

95.0 `09.12
.30

263

235

`09～`15

`15.4
준공

87.8

458

2,496

`08～`17

`17.3
(1차)
준공

77.1

3.4 `08.09
.26

461

2,957

`10～`17

`17.12
준공

100.0

0.0 `10.10
.26

137

1,035

`14～`18

`18.6
준공

100.0

0.0 `14.05
.21

174

481

`99～`18

`18.7
준공

19.4

9.1 `99.11
.26

206

1,071

`11～`18

`18.12
준공

100.0

60.7 `11.12
.15

9,903

42,507

인천 서구
오류동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기 광주시
초월읍
충북 영동군
영동
경기 부천시
오정동

화성 동탄
경기 화성시
㈜한라지엘에스
동탄면
안성 미양
경기 안성시
㈜농업협동조합
미양면
강릉
강원 강릉시
원익엘앤디㈜
구정면
울산 진장(2단계) 울산 북구
울산도시공사
진장동
공사 중
- 공공
1
- 민간
6

규 모 사업비
(천㎡) (억원)

62.0

`12.12
.21

소 계

23개소

무 등
㈜진흥개발

경남 고성군
거류면

274

371

`13～`20

공정률
40%

0.0

0.0

`13.09
.05

울산 삼남
㈜메가마트

울산 울주군
삼남면

137

1,650

`14～`20

공정률
15%

100

0.0

`14.11
.27

군 산
운양개발㈜

전북 군산시
개사동

329

838

`14～`21

보상 추진
82%

0.0

0.0

`16.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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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물류단지 명
(시행자)

위 치

광주 직동
경기 광주시
직동
세진인베스트먼트
광주 오포
경기 광주시
오포물류㈜
오포읍
남여주
경기 여주시
여주시
연라동
익산 왕궁
전북 익산시
익산왕궁물류단지㈜
왕궁면
소 계

7개소

규 모 사업비
(천㎡) (억원)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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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황 분양 입주 지정
률
율 고시
공정률
(%) (%) 일
(%)

571

2,684

`16～`21

보상
추진 중

0.0

0.0 `16.10
.31

190

1,035

`16～`19

공정률
67%

0.0

0.0 `16.12
.05

207

369

`16～`19

공정률
3%

0.0

0.0

`16.12
.09

434

855

`13～`21

보상
추진
75%

0.0

0.0

`18.03
.09

2,143

7,802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9.4)

둘째,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지역의 물류수요에 기반하여 적정하게 공급되
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표 3-2>에 제시된 물류단지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물류단지의 경우 완공된 지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고, 분양이 100% 완료됐다고 하더라고 실제 물류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부지들도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 입주가 완료된 물류단지들도 완공 후 수년간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
가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지역내 물류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입주가 완료된
물류단지들도 다수 존재12)한다. 이는 해당 물류단지들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시 물류수요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복권역 내 물류
수요에 비해 많은 물류단지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과거 화물터미널의 명칭을 변경한 지역물류시설로, 내륙물류

12)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자체조사 결과 인용: 2013년 말 기준 광주도척물류단지(’09년 준공)와 여주
물류단지(’10년 준공), 평택도일물류단지(’08년 준공)의 경우 토지분양 후 물류시설이 입주하지 않아 공
터로 방치되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 중(광주도척 35% 미활용, 평택도일 약 50% 미활용, 여주 극히
일부 부지만 신세계 자가시설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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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나 물류단지 등 본격적인 전문물류시설의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화물자동
차를 이용한 지역내 및 지역간 물류처리를 위해 `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
다. 주로 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34개가 건설되었으며, 추가로 5개가
개발 중이다.
`90년대 이후 도시권 외곽에 복합물류터미널을 비롯해 물류단지, 창고시설
등이 들어서고, 과거와 달리 수송, 보관, 분류, 포장 등 물류기업의 물류활동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복합화됨에 따라 물류터미널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
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도시 및 지역 거점도시에 개발된 기존의 물류터미널
중 일부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운영 중인 물류터미널도 대부분 화물자동
자 정류장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입전문기업 또는 화물주선기업의 사무실로 활
용되는 등 활성화가 저조하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최근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도심내 택배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2015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시권의 물류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의 수요가 증
가하면서 물류터미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 3-3> 물류터미널 공급 및 운영 실태
순
번

시설명

운영사

소재지

1

동부화물
터미널

신세계 매각추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

서부트럭
터미널

(주)서부티 서울특별시 양천구
엔디
신정동

3

부지면적 연면적 공사시행
(천㎡) (천㎡) 인가일
19.5

`75.08.10

108.4

41.6 `79.09.29

영창화물
인천광역시 남구
이테크건설
터미널
학익동

30.5

5.5 `83.02.16

4

광주화물
터미널

광주화물
터미널

35.8

6.0 `83.03.04

5

진주화물
터미널

진주화물
경남 진주시 상대동
터미널

21.6

2.7 `87.01.31

6

청주화물
터미널

청주화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터미널
지동동

19.0

4.8 `89.07.08

7

한국트럭
터미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6.0

`90.03.31

하림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운영실태
자동차정류장
운영중단
:재정비 추진
자동차정류장
:도첨 지정
재개발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화물터미널
:도첨 지정
자동차정류장
지방산단
재생사업지구
화물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도첨 지정
유통업무설비
운영중단
:도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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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8

시설명

운영사

소재지

인천한진 한진택배
화물터미널
(전용)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부지면적 연면적 공사시행
(천㎡) (천㎡) 인가일
43.5

중요시설물보호
지구(항만)
자동차정류장
22.9 `95.04.14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안산화물
터미널

대경TLS

10

대구화물
터미널

대구화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터미널

70.0

16.0 `95.05.11

울산화물
터미널
보은화물
터미널
구미화물
터미널

울산화물
터미널

41.6

13.5 `95.05.18

-충북 보은군 보은읍

6.9

0.5 `96.01.24

구미화물
경북 구미시 오태동
터미널

29.4

6.7 `96.03.25

11
12
13

자동차정류장
:도첨 지정
국가산단
지원시설구역
물류터미널
운영 중단
화물터미널
자동차정류장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자동차정류장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물류터미널
경동택배 임차
운영
화물터미널
운영 ( △ )
자동차정류장
지방산단
산업시설구역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5

- `96.07.15

15

시화공단
CJ대한통운
공용화물
(전용)
터미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50.8

- `97.07.03

16

아산화물
터미널

경동택배
충남 아산시 선장면
(전용)

21.5

0.5 `97.07.10

17

신익산화물
개인 소유 전북 익산시 부송동
터미널

22.5

5.1 `99.01.09

18

인천트럭 한밭로지스
인천광역시
틱스팩
미추홀구 도화동
터미널

46.0

- `99.02.04

33.9

9.8 `99.05.04

10.3

2.2 `99.03.16

35.6

3.8 `99.12.08

60.2

36.6 `99.12.21

자동차정류장

9.9

2.0 `01.04.21

자동차정류장

15.6

4.6 `01.06.01

국가산단
지원시설구역

9.4

3.3 `01.09.01

자동차정류장

59.6

22.1 `01.12.03

39.3

19.0 `04.07.29

14

19
20
21
22
23
24
25
26
27

서부공용
화물터미널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운영실태

13.0 `94.04.12

9

42.9

39

중부화물
터미널
여천화물
터미널

중부화물
충남 천안시 구룡동
터미널
여천화물
전남 여수시 월하동
운수

안산물류
터미널

한진택배
(전용)

대전공용
화물터미널
대구북부
화물터미널
여천트럭
화물터미널
한진물류
터미널
중부대전
화물터미널
풍암화물
터미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CJ대한통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용)
읍내동
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
매천동
주유소
전남 여수시 월하동
임차 운영
한진택배
경기도 성남시
(전용)
분당구 구미동
한진택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용)
대정동
LST (전용)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화물터미널
국가산단
지원시설구역
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유통업무설비
물류단지
유통업무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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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28

시설명

동대구화물
터미널

30

임동화물터
미널

32

소재지

유통업무설비
국가산단
지원시설구역

34.5

7.8 `06.01.20

자동차정류장

10.4

2.7 `07.07.19

화물터미널
운영 중단
지방산단

33.4

- `07.08.31

16.5

4.1 `09.04.29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109.8

27.2 `11.06.07

`12.10.17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제주화물 제주화물터
제주시 도련1동
터미널
미널
평택화물
경기도 평택시
무림통운
터미널
도일동

33

삼일물류
터미널

34

한샘물류
한샘 (전용)
터미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0.1

중부공용 중부공용화
화물터미널 물터미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164.2

-

`97.08.14

51.3

-

`11.05.20

169.3

-

`11.02.11

56.5

-

`12.11.30

27.5

-

`15.05.01

(주)삼일

운영실태

11.6 `04.09.13

코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와이드
용계동
동대구화물
-

부지면적 연면적 공사시행
(천㎡) (천㎡) 인가일
87.5

부산물류 부산물류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터미널
송정동
미널

29

31

운영사

여수일반
-전남 여수시 해산동
추 물류터미널
진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중 화물터미널
구암
삼도개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물류터미널
대전북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류터미널
신일동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물류단지
자동차정류장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자동차정류장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주: 음영처리된 시설은 20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9.4)

4. 항만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관문인 항만의 경우 초기 개발모델은 항만에서 하
역이 완료된 컨테이너 등 화물의 대부분이 항만내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되어
있다가 수도권 등 주요 수요처로 바로 운송된다는 개념에서 설계되어 컨테이
너를 임시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CY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부 컨테이
너 화물을 해체하여 재가공 및 배송하는 기능은 대부분 항만이 위치한 주요
도시의 ODCY에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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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0년대 이후 항만의 개념이 항만과 배후 산업 및 물류기능을 결합한
클러스터형으로 변화하면서 부산신항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배후물류단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공항의 경우도 항만과 마찬가지로
공항개발 시 항공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배후물류단지를 확보하고 있다.
항만배후물류단지는 국가계획인 항만배후단지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
립·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국 8대 무역항에 11,963천㎡가 조성되었
으며, 그 중 약 55.1%인 6,589천㎡가 임대되었다. 향후 17,731천㎡를 추가로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29,694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3-4> 항만배후단지 공급 현황
항만배후
단지명

공급면적
(`17년,
조성완료)

임대면적
(`18.12)

(단위: 천㎡)

2030년
공급면적

위치

부산항 신항

4,191

2,347

8,452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인천항

1,526

855

7,566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07

평택 당진항

1,420

935

5,86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8

광양항

3,874

2,003

3,981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울산항

497

359

1,513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포항항

130

91

1,2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

목포항

-

-

724

전남 목포시 달동 1330-23

마산항

325

-

3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중앙로 50

11,963

6,589

29,694

계

자료: 1) 공급면적: 해양수산부(2018.12),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2030) .
2) 임대면적: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615&boardKey=2&articleKey=25419
(2019.8.28. 검색)

공항배후물류단지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의해 계획 및 관리되고 있는 국가
시설로, 현재 인천국제공항 배후부지에만 개발이 되어 있다. ’19년 7월 기준으
로 총 924천 ㎡가 공급되어 그 중 약 92.2%에 달하는 854천 ㎡가 임대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공항 개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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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공항배후물류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제시되
지 않은 상태이다.

<표 3-5> 공항배후물류단지 공급 현황

(단위: 천㎡)

배후단지명

개발면적

공급면적

임대면적

인천공항
물류단지

1,643

924

854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69

자료: https://www.airport.kr/co/ko/cmm/cmmBbsView.do?FNCT_CODE=19&NTT_ID=23905(2019.8. 28
검색)

제2절 SCM 변화 특성과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
우리나라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이 기업활동에 따른 물동량의 흐름과 정합
성을 유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 개발되어 운영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주요 국가물류시설의 네트워크와 물동량의 발생 및 도착 흐름의 연관
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방법론
1) 전체 물동량 흐름 관점에서의 공간적 정합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 및 공공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국가물류시설(내
륙물류기지, 물류단지, 공항 및 항만배후물류단지13))이 물동량 흐름의 관점에
서 공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약이 없는 비선형 최
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BFGS(Broyden–Fletcher–Goldfarb
–Shanno)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13) 물류터미널은 운영중단되거나 물류처리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정류장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시설이 많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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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국가교통DB의 중존간 화물 OD14)를 활용하여 각 물류시설별
로 유출입되는 물동량 ton-km를 산출한 후, 각 물류시설의 가상의 최적위치
를 찾아 계산된 유출입되는 물동량 ton-km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물류시설의
공간적 정합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가상의 최적위치는 유출입되는 물동량
ton-km가 최소화되는 공간적 위치로 가정하였다. 최적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
으로 BFGS 알고리즘(quasi-Newt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15).
step 1. 각 물류시설의 공간 분포를 파악한다. 내륙화물기지(7), 물류단지
(23 현행, 7 조성중), 항만배후단지(8), 공항물류단지(1)에 대한 공
간좌표(Xi, Yi)를 설정한다.
step 2. 물류시설이 속한 교통DB존(DBZ)부터 전국 DBZ까지 물동량(v) 및
거리(d)를 파악한다.
step 2.1 모든 DBZ부터 각 물류시설(46개)이 속한 DBZ까지 물동량(vij)
O/D를 산출한다.
step 2.1.1 여기서는 국가교통DB의 2017년 화물 OD를 활용
step 2.1.2 N=46*250*2=23,000에 대해 반복 계산한다.
step 2.2 모든 DBZ부터 각 물류시설까지 거리(dij)산출
step 2.2.1 DBZ(Xj, Yj)와 물류단지 (Xi, Yi)의 X-Y coordinates 산출
            
step 2.2.2   

16)

step 2.2.3 N=250*46=11,500개에 대해 반복 계산한다.

14) 250개 중존 기준을 적용
15) 분석절차는 Sakai et al.(2015)을 참조하여 재작성하였음
16) 실제 네트워크 거리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좌표를 이용한 직선거리를 사용하였음. Blei et al.(2015)에서
직선거리를 사용해도 문제없음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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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각 물류시설별 물동량 ton-km 계산
3.1 물류시설(i)의 물동량 ton-km, Si = ∑dij*vij
step 4. 각 물류시설별 물동량 ton-km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위치 (x*,
y*)를 계산한다.
step 4.1 각 물류시설별로 Si를 최소화할 수 있는 (x*, y*)를 찾는다(해법:
quasi-Newton method(BFGS algorithm)).
step 5. 각 물류시설의 공간적 정합성 분석
step 5.1 물류시설별 현 물동량 ton-km와 최적위치를 가정한 ton-km의
편차(ton-km)를 계산한다.
step 5.2 물류시설별 현 위치와 최적위치 간 차이(km)를 계산

2) 택배물동량 흐름 관점에서의 공간적 정합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요 국가물류시설의 주 이용자로 떠오르는 전자상거
래 물류기업의 물동량 흐름의 관점에서 국가물류네트워크의 정합성을 평가하
였다. 전자상거래 물류기업의 물동량의 대부분은 택배네트워크를 통해 배송되
므로 앞서 활용한 방법론의 물동량 OD로 택배 OD17)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택배물동량의 속성 상 항만배후물류단지나 공항배후물류단지와의 연
관성이 떨어지므로 본 분석에서는 5개의 내륙물류기지와 30개의 물류단지만
을 대상으로 택배물동량의 흐름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여 온 37개 물류시
설 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택배 OD도
국가교통DB의 중존 체계에 따라 산정하였으므로, 250개 존을 대상으로 분석
한다.
17) 2015년 본원 기본과제(서상범 등)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2014년 기준 택배 OD를 현행화하여 분석하였
음. 택배업체 관계자 인터뷰(’19.6.28)를 통해, 택배물동량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별 분포는
변동성이 작아 2014년 기준 OD를 현행화해서 사용해도 무방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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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등 생산시설 분포 관점에서의 공간적 적합성 분석
생산시설은 기업 SCM에서 물동량의 흐름을 유발시키는 근본적 원천이다.
생산활동을 위해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함으로써 조달물류활동을 발생시키고,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통 또는 판매물류활동을
유발한다.
즉, 물류활동의 중심이 되는 국가물류네트워크의 기반시설인 국가물류거점
의 입지는 산업단지의 입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산업단지의 지리적 분포와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주요 국가물류거점의 지리적 분포간의 정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은 분산화된 네트워크형 생산체제를 전제
한다. 제조공장과 제조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써 물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산업단지와 국가물류거점간의 공간적 접근성 평가는 중
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21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가물류거점의 서비스
를 받는 비율, 즉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을 분석한다.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
은 산업단지로부터 반경 50km 이내(1시간 거리)에 국가물류거점이 1개 이상
위치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각 산업단지의 위치를 QGIS 솔루션에 매핑하고,
50km 반경 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국가물류
거점 서비스율을 산출한다.

4) 창고 등 보관시설 분포 관점에서의 공간적 적합성 분석
기업은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물류활동을 처리하
는 거점시설로 직접 창고를 확보하거나 물류전문기업이 보유한 창고시설을 활
용하여 물류활동을 대행하도록 한다. 즉, 자가창고나 물류전문기업의 창고는
기업 SCM의 관점에서 모든 물류활동이 발생되는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국가물류거점을 개발하는 목적은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기업물류활동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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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 또는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결국 기업물류활
동이 발생하는 기존의 창고시설의 입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가물류시설과 물류기업의 창고시설의 지리적 위치
를 기반으로 국가물류시설의 공간적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물류거점 연
계율을 산정하였다. 국가물류거점 연계율은 개별 창고시설이 입지적으로 국가
물류거점과 연계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창고시설로부터 반경 50km
이내(1시간 거리)에 국가물류거점이 1개 이상 위치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창고시설에 대한 자료는 건축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로 지정되어
있는 100㎡ 이상의 시설들에 대한 목록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건축대장에
등재된 100㎡ 이상 창고시설은 약 171,000개로, 각 창고시설의 위치를 QGIS
솔루션에 매핑하고, 50km 반경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국가물류거점 연계율을 산출한다.

2.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분석 결과
1) 국가물류거점 및 관련 시설의 공간적 분포 비교
<그림 3-1>은 각 시설들의 입지적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물류거점시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물류창고의 배치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창고시설,
국가물류거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산경남권
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의 경우 산업시설 및 창고시설이 집중적으로 분
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등 집적물류시설의 공급은 상대적으
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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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도권 산업단지, 창고시설, 국가물류거점 배치 현황

국가물류거점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적 분포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물류거점은 서울의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은 창고시설이 상당
수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물류거점은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경우는 국가물류거점이 상당수 개발되어 있고, 향후
개발계획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민간의 대규모 창고시설(진한 회색점)이 집중
되고 있다는 점은 물류단지 등 국가물류거점이 주변 지역의 물류시설을 집적
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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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대구경북권 창고시설 및 국가물류거점 배치 현황

대구경북권의 경우는 대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포항방향 횡축으로 산업단
지와 창고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영남권복합물류기지 외에 물류
단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물류네트워크 측면의 정책적 고려
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지역의 경우 지역의 물동량이 집중되고, 산업단지와 창고시설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일만신항 배후물류단지 외에 일반물류단지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 이 지역은 철강 연관산업의 집적지로 생산과 물류활동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집적물류시설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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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부산경남권 창고시설 및 국가물류거점 배치 현황

부산경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산업단지와 창고시설이 가장 밀집된 지역
이다. 남해안과 동해안이 접하는 지역으로 산업화 초기부터 수출입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며 항만을 중심으로 한 배후물류단지가 중점적으로 발달해왔다.
하지만 부산 북서부지역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창고시설이 집중적
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등 집적화된 물류시설은 전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울산지역의 경우는 1개의 물류단지가 운영중이고, 추가로 1개의 물류단지
가 공사 중으로 상대적으로 집적물류시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다.
현재 일반물류단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경남 고성 무등물류단지는 조선
산업과 연계하여 조선업과 관련된 각종 산업재 등의 유입물동량을 집적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 중이다.

제3장 국가물류네트워크 전략의 정합성 평가

51

<그림 3-5> 광주전남권 창고시설 및 국가물류거점 배치 현황

광주전남권은 목포에서 광주시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북동축을 중심으로 산
업단지와 창고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광주 북부지역 장성내륙물
류기지 외에 집적물류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목포북부지역의 서해안고
속도로를 따라 창고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집적화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전체 물동량 흐름 관점에서의 국가물류거점의 공간적 정합성 분석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물 OD의 도착량과 발생량의 지역별 분포
는 직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범례에 보인 바와 같이 지도의 바탕
색이 짙을수록 물동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바탕색의 강도 측면에서
부산, 울산, 포항을 연결하는 영남권의 산업단지벨트지역, 서해안의 수도권남
부를 포함해 서해안 태안반도지역, 여수-광양지역,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
등에서 발생량이 도착량에 비해 좀 더 짙게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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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체 물동량의 흐름과 국가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물동량의 흐름 관점에서 현행 국가물류네
트워크의 공간적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교통DB의 지역간 화물 OD를
기반으로 현행 물류단지의 최적위치를 찾고, 최적위치와 현행 물류단지와의
차이를 정량화하였다.
분석 결과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운영중), 물류단지(공사중) 순으로 오차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륙화물기지(1.97%)와 현재 운영중인 물류단
지(3.55%)의 입지 오차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공사중인 7개 물류
단지의 경우 오차율(6.35%)이 높게 나타나 초기 개발된 물류시설들의 네트워
크적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단지의 경우 권역별 총량제를 통해 공급관리를 할 때, 권역별 총량을
화물 OD를 기초로 산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입지 오차율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개발 중인 물류단지의 경우 기존 시설과의 권역 중복을
피하면서 입지 선정을 하게 되므로 기존 물류단지에 비해 화물 OD와의 오차
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개별시설별로는 내륙물류기지 중 장성내륙물류기지의 오차율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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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물류단지의 경우 안동물류단지, 경인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 부
산감천항물류단지, 여주첼시물류단지, 강릉물류단지 등이 5% 이상의 오차율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화물물동량을 고려한 국가물류거점 입지 정합성 분석
구분

내륙
물류
기지

물류
단지
(운영중)

군포 IFT

1.57

현행
t-km
(10억)
0.78

0.00

0.05%

의왕 ICD
양산 IFT
양산 ICD
중부내륙 물류기지
[ICD+IFT]
장성내륙 물류기지
[ICD+IFT]
칠곡내륙 물류기지
[ICD+IFT]
소계
대전 물류단지
울산 진장 물류단지

31.17
10.95
11.02

0.90
2.20
2.20

0.88
2.16
2.16

0.02
0.04
0.04

2.23%
1.70%
1.67%

8.66

3.38

3.30

0.07

2.23%

56.78

0.75

0.70

0.06

7.95%

4.39

1.44

1.43

0.00

0.17%

6.56
7.67

11.65
0.51
2.27

11.43
0.50
2.20

0.22
0.01
0.07

1.97%
1.67%
3.39%

음성 물류단지
안동 물류단지
전주 장동 물류단지
평택 도일 물류단지

12.09
44.46
4.61
10.20

1.65
1.28
1.84
7.11

1.63
1.21
1.81
6.89

0.02
0.07
0.03
0.22

1.28%
5.88%
1.75%
3.19%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천안 물류단지
남대전 물류단지
김포 고촌 물류단지
경인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안성 원곡 물류단지
영동 황간 물류단지
부천 오정 물류단지

4.88
7.47
15.46
18.62

0.55
2.82
0.25
2.01

0.55
2.79
0.24
1.93

0.01
0.03
0.01
0.08

1.20%
1.00%
3.38%
4.40%

19.43

4.39

4.09

0.30

7.34%

17.52
15.09
5.70

1.64
0.42
1.42

1.60
0.42
1.39

0.04
0.00
0.03

2.49%
0.83%
2.45%

안성 미양 물류단지
울산 진장 물류단지
부산 감천항물류단지
여주 첼시 물류단지

10.63
7.57
7.90
29.95

1.61
2.27
0.21
0.84

1.60
2.20
0.20
0.80

0.01
0.07
0.01
0.04

0.86%
3.24%
7.63%
5.24%

광주 도척 물류단지

17.21

2.35

2.30

0.06

2.47%

이름

위치오차

최적
t-km
(10억)
0.78

오차량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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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류
단지
(공사중)

이름

위치오차

현행
t-km
(10억)
1.68

최적
t-km
(10억)
1.62

이천 패션 물류단지

24.95

광주 초월 물류단지
화성 동탄 물류단지
강릉 물류단지
소계

21.89
18.51
40.37

2.39
4.25
2.37
46.13

남여주 물류단지
무등 물류단지
울산 삼남 물류단지
군산 물류단지

28.79
31.23
19.54
7.58

광주 직동 물류단지
광주 오포 물류단지
익산 왕궁 물류단지
소계

15.43
10.17
10.35

오차량

오차%

0.06

3.49%

2.30
4.05
2.26
44.55

0.09
0.19
0.11
1.58

4.04%
4.69%
5.04%
3.55%

0.84
0.69
4.35
3.06

0.80
0.38
4.12
2.78

0.04
0.31
0.24
0.28

4.85%
82.49%
5.73%
9.93%

2.34
2.32
2.25
15.84

2.30
2.30
2.23
14.90

0.05
0.02
0.02
0.95

2.00%
0.84%
0.85%
6.35%

항만배후단지와 공항배후물류단지의 경우 오차율은 산정되었으나, 배후물
류단지의 속성 상 항만이나 공항의 입지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입지선정이 불
가능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택배물동량의 흐름 관점에서의 국가물류거점의 공간적 정합성 분석

가. 시각화를 통한 공간적 정합성 분석
<그림 3-7>은 택배 OD를 이용하여 택배물동량의 흐름 관점에서 물류단지 등
국가물류네트워크의 공간적 정합성을 보여준다. 물류거점의 전반적인 분포와
택배물동량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동량의 도착 및 발생
이 집중된 지역 인근에 물류거점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착량의 관점에서 물류거점은 택배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기업의 입장에
서 배송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고
하는 한편, 발생량의 관점에서 물류거점은 화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가공하기
위한 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전략과 직접 관련이 된다.
<그림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착량의 분포와 발생량의 분포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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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도착량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으면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발생량은 도착량에 비해 대도시권의 집중도가 더 높고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물동량이 훨씬 적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7> 택배물동량의 흐름과 국가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착량은 수도권 전반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
으나, 발생량은 경기 동부와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물
류거점의 위치는 서울의 서부와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8> 수도권 택배물동량 분포와 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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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발생량의 특정지역 집중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 충남지역의
경우 도착량은 전반적으로 옅은 색을 보이고 있으나, 발생량은 고속도로에 인
접한 충청남북도의 경계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9> 충청권 택배물동량 분포와 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강원권도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발생량과 도착량의 차이가 좀 더 명확히 보
인다. 도착량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원주권, 춘천권, 강릉권, 동해/삼척
권 등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발생량은 원주권과 강릉권 외에 다른 지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0> 강원권 택배물동량 분포와 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경북권은 대구, 구미, 포항, 경주지역 등 지역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도착량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발생량은 대구인근지역에 집중되고, 구미, 포항 등
에 옅게 분포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구미, 포항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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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일반물동량의 도착 및 발생이 모두 높게 나타난 지역
이나, 택배물동량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1> 대구경북권 택배물동량 분포와 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부산경남권은 도착량에 비해 발생량이 전반적으로 적고, 권역에 따른 분포
는 거제, 창원지역, 울산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세 곳 모두 국가산업단
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해 지역 소득은 높아 택배 등 생활물
류의 도착지적 속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반면 발생량은 산업재 중심으로 택
배보다는 일반물류를 통해 처리되게 되므로 택배화물의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그림 3-12> 부산경남권 택배물동량 분포와 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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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북도 지역은 발생량에 비해 도착량의 분포가 좀 더 특정지역을 중심
으로 밀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착량은 도시권이 발달한 광주, 전주, 군산,
여수, 순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된 반면, 발생량은 전반적 물동량은 적지만 지
역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생활물류의 확산에
따른 지역특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특산
물 산업이 발달한 전라남북도에 걸쳐 발생량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13> 전라남북권 택배물동량 분포와 물류거점 배치 현황(좌: 도착, 우: 발생)

나. 최적입지 분석을 통한 정합성 분석
앞서 화물 OD 기반의 최적입지 분석을 통한 정합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택
배 OD를 이용한 최적입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
OD는 지역별로 도착량과 발생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택배 OD는 지
역별로 도착량과 발생량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석 결과에서도 큰 차
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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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OD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차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거점시설의 종류별로 보면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화물
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륙화물기지의 오차율이 가장 낮았던 반면, 택배
OD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대로 가장 오차율이 높게 나타난다. 물류단지의
경우 화물 OD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운영중인 시설과 공사중인 시설의 오차
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택배 OD를 이용해서 분석했을 경우 운영 중인
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간 오차율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7> 택배물동량을 고려한 국가물류거점 입지 정합성 분석
구분

내륙
물류
기지

물류
단지
(운영중)

군포 IFT
의왕 ICD
양산 IFT

86.2
55.9
213.5

현행
t-km
(10억)
13.48
0.79
5.09

양산 ICD
중부내륙 물류기지
[ICD+IFT]
장성내륙 물류기지
[ICD+IFT]
칠곡내륙 물류기지
[ICD+IFT]
소계

213.2

5.08

38.0

대전 물류단지
울산 진장 물류단지
음성 물류단지
안동 물류단지

76.4
239.8
21.1
114.8

전주 장동 물류단지
평택 도일 물류단지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천안 물류단지
남대전 물류단지
김포 고촌 물류단지
경인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안성 원곡 물류단지

이름

위치오차

최적
t-km
(10억)
14.5
0.92
2.69

오차량

오차%

1.02
0.13
2.40

7.03%
13.68%
89.42%

2.69

2.39

89.19%

1.11

0.98

0.12

12.51%

185.2

0.32

0.15

0.17

106.95%

130.6

1.29

0.87

0.42

47.91%

27.15

22.79

6.65

29.18%

2.28
1.66
1.16
1.04

1.64
0.65
1.20
0.67

0.64
1.01
0.04
0.37

39.05%
156.21%
3.22%
54.93%

122.9
23.8
64.6
23.9

2.11
2.43
4.04
1.74

1.29
2.59
4.66
1.65

0.82
0.15
0.62
0.09

62.97%
5.94%
13.29%
5.30%

72.0
97.1

1.71
2.87

1.32
2.94

0.39
0.07

29.52%
2.29%

101.6

3.43

3.24

0.18

5.66%

33.6

1.99

2.14

0.16

7.39%

영동 황간 물류단지

98.8

0.21

0.14

0.07

49.97%

부천 오정 물류단지

83.2

4.64

4.93

0.2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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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미양 물류단지

22.3

현행
t-km
(10억)
2.03

울산 진장 물류단지
부산 감천항물류단지
여주 첼시 물류단지
광주 도척 물류단지

239.6
231.6
56.7
65.8

1.65
1.69
1.27
5.93

이천 패션 물류단지
광주 초월 물류단지
화성 동탄 물류단지
강릉 물류단지

47.8
77.0
41.4
154.9

소계
남여주 물류단지
무등 물류단지
울산 삼남 물류단지
군산 물류단지
광주 직동 물류단지
광주 오포 물류단지
익산 왕궁 물류단지

구분

물류
단지
(공사중)

이름

소계

위치오차

최적
t-km
(10억)
2.14

오차량

오차%

0.12

5.37%

0.65
0.86
1.28
6.31

1.01
0.83
0.01
0.38

156.03%
97.26%
0.64%
5.96%

2.45
6.00
4.19
1.91

2.64
6.31
4.67
0.99

0.19
0.3
0.48
0.92

7.09%
4.82%
10.27%
93.38%

56.6
220.5
223.1

58.44
1.27
0.36
1.73

54.91
1.28
0.18
0.74

9.14
0.01
0.18
0.98

16.65%
1.05%
96.87%
132.11%

131.5
78.1
43.7
79.0

1.59
5.83
5.80
1.67

0.87
6.31
5.96
1.41

0.72
0.47
0.16
0.25

82.40%
7.50%
2.76%
17.87%

18.24

16.76

2.77

16.53%

택배 OD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또 하나의 특징은 물류시설간의 오차율
의 차이가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장성내륙물류기지나
울산진장물류단지, 부산감천항물류단지, 양산내륙물류기지, 강릉물류단지 등
에서 오차율이 100%를 넘거나 100%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택배 OD는 일반 화물 OD에 비해 지역별로 도착 및 발생
의 집중도에서 극심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권역별 총량제 폐지에 따라 지역별로 국가물류거점의 공급
상한이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권역별 공급 상한 제한이 없이 모델을 설정
했기 때문이다. 물동량의 집중도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높고, 각 지역별
OD의 발생 및 도착 패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최적물류입지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입지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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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단지 등 생산시설 분포 관점에서의 공간적 적합성 분석 결과
국가산업단지의 권역별 분포는 결국 산업생산의 관점에서 물류활동을 유발
시키는 근간이 되므로 국가물류거점과의 공간적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물류거점 서비스율을 평가하였다.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의 개념은 국가물류
거점의 서비스 권역을 해당 입지를 중심으로 반경 50km로 설정하고, 생산시
설이 이 권역내에 포함되어 국가물류거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18)이다.
평가 결과 전국 1,212개 산업단지 중 반경 50km 내에 국가물류거점이 하나
도 존재하지 않는 산업단지는 약 212개로 빈도수 측면에서의 서비스율은
82.67%로 분석되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을 이용해 서비스율을
평가할 경우 총 702백만 ㎡ 중 약 44백만 ㎡가 서비스 미해당 지역에 해당되
므로 서비스율은 약 93.73%에 달한다.
<표 3-8> 산업단지의 유형별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 분석 결과
구분

개수

대상 산업단지

서비스율

국가산업단지

59

4

93.22%

일반산업단지

661

61

90.77%

도시첨단산업단지

25

5

80.00%

농공단지

467

140

70.02%

1,212

210

82.67%

국가산업단지

315,303,228

3,649,434

98.84%

일반산업단지

326,381,709

25,682,428

92.13%

도시첨단산업단지

3,274,978

154,701

95.28%

농공단지

57,234,238

14,570,749

74.54%

계

702,194,153

44,057,312

93.73%

계

연면적
(㎡)

50km내
국가물류거점 없는
산업단지

18) 전국의 산업단지 중 반경 50km 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위치하는 비율로, 빈도수의 비율로 산정하고 필요에
따라 각 산업단지의 면적의 비율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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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류에 따라 산정하면 국가산업단지는 개수 기준 93.22%, 면적 기
준 98.84%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조차도 국가물류
거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설이 6.78%나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권역별 분석 결과, 제주도, 강원도,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대도시권의 경우 서비스율이 100%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
가 뚜렷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국가물류거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
율이 0%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73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강릉물류단지 하나만 존재해 서비스율이 개수 기준 24.66%, 연면적 기준
36.28%에 그친다. 충청지역은 중부권 복합물류터미널 등 국가물류거점이 여
러 개 존재하나 주로 충남과 충북의 경계지역 또는 대전시 인근에 위치해 충남
서부지역 및 충북 동부지역에서 서비스권역에 벗어난 산업단지가 52개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율은 개수 기준으로 82.37%, 연면적 기준으로
87.92%에 그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4> 산업단지의 권역별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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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산업단지의 권역별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 분석 결과
대상산업단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소계
광주
전북
전남
소계
대구
경북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소계
강원
제주
소계

개수
3
16
179
198
6
119
154
16
295
11
85
104
200
21
151
172
35
27
206
268
73
6
79

연면적(㎡)
2,299,999
13,311,993
96,505,217
112,117,209
27,089,145
43,569,533
65,204,733
6,094,045
141,957,456
13,408,554
54,707,583
97,972,259
166,088,396
23,957,303
81,453,512
105,410,815
21,432,499
60,833,283
78,175,864
160,441,646
15,040,531
1,138,100
16,178,631

50km내
국가물류거점 없는
산업단지
개수
연면적(㎡)
15
2,997,716
15
2,997,716
16
3,850,193
36 13,304,089
52 17,154,282
13
1,896,755
22
4,698,085
35
6,594,840
15
2,692,048
15
2,692,048
32
3,897,114
32
3,897,114
55
9,583,212
6
1,138,100
61 10,721,312

서비스율
개수
100.00%
100.00%
91.62%
92.42%
100.00%
86.55%
76.62%
100.00%
82.37%
100.00%
84.71%
78.85%
82.50%
100.00%
90.07%
91.28%
100.00%
100.00%
84.47%
88.06%
24.66%
0.00%
22.78%

연면적(㎡)
100.00%
100.00%
96.89%
97.33%
100.00%
91.16%
79.60%
100.00%
87.92%
100.00%
96.53%
95.20%
96.03%
100.00%
96.69%
97.45%
100.00%
100.00%
95.01%
97.57%
36.28%
0.00%
33.73%

5) 창고 등 보관시설 분포 관점에서의 공간적 적합성 분석 결과
창고 등 보관시설은 가장 기초적인 물류인프라로 모든 물류활동이 발생하
는 근간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고의 분포와 국가물류거점 분포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물류활동의 위계에 따른 서비스 연계 구조 차원에서의 국가
물류거점의 연계율19)을 살펴보았다.

19) 국가물류거점 연계율은 창고 등 단위물류시설의 입지로부터 반경 50km 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위치하는
비율로 빈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필요에 따라 창고시설의 면적비율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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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은 민간시설로 유형별 분류보다는 창고시설의 규모적 특성과 권역
별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100㎡ 이상의 창고시설 171,001개
중 21,932개의 창고가 반경 50km 이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없는 시설로 분류되
어 국가물류거점 연계율은 개수 기준 약 87.17%, 이를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하면 전체 약 7,570만㎡ 중 92.2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 창고시설의 국가물류거점 연계율 분석 결과
구분

전체

50km내 국가물류거점 없는 창고

연계율

개수

171,001

21,932

87.17%

연면적

75,702,103

5,903,024

92.20%

규모별로 분석해보면 연면적 33,000㎡ 이상 창고는 전국에 걸쳐 약 111개
존재하는데, 반경 50km 이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없는 창고는 0개로 연계율은
100%로 나타났다. 10,000㎡ 이상 창고는 615개 중 1개로 99.84%, 1,000㎡
이상은 93.71%, 나머지 100㎡ 이상은 86.82%로 규모가 작은 창고일수록 연계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규모가 큰 창고일수록 입지적으로 유리
한 위치에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면적 기준 연계율도 개수에 의한 비율보다는 약간 높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창고시설의 규모별 국가물류거점 연계율 분석 결과

개수

연면적
(㎡)

구분
33,000㎡ 이상
10,000㎡ 이상
1,000㎡ 이상
100㎡ 이상
전체 (누적)
33,000㎡ 이상
10,000㎡ 이상
1,000㎡ 이상
100㎡ 이상
전체 (누적)

전체
111
615
7,412
162,863
171,001
6,180,386
10,530,213
18,570,113
40,421,391
75,702,103

50km내 국가물류거점 없는 창고
0
1
466
21,465
21,932
0
12,459
938,506
4,952,058
5,903,024

연계율
100.00%
99.84%
93.71%
86.82%
87.17%
100.00%
99.88%
94.95%
87.75%
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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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는 앞서 산업단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제주도, 강원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다음 순위는 전라남도(87.81%)가 차지했다.

<그림 3-15> 창고시설의 권역별 국가물류거점 연계율 분석 결과

그 외에도 충북(91.59%), 경남(92.11%), 전북(94.19%), 충남(94.27%) 순으로
분석되었다.
인천(97.18%)을 제외한 대도시권의 창고시설에서 모두 국가물류거점 연계
율이 100%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단지에 대한 서비스율 분석과 차
이를 나타냈다.
대상창고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자체는 경기도로 약 37,300개(연면
적 2,669만 ㎡)의 창고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개수 기준 약 95.96%, 연면적
기준 약 98.44%가 국가물류거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66

<표 3-12> 창고시설의 권역별 국가물류거점 연계율 분석 결과
대상창고시설

전체

개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기타권

연면적(㎡)

50km내
물류시설 없는 창고

연계율

연면적(㎡)

개수

개수

연면적(㎡)

서울

1,070

1,511,619

0

0

100.00%

100.00%

인천

2,661

2,640,871

75

21,897

97.18%

99.17%

경기

33,565

22,537,950

1,356

350,820

95.96%

98.44%

소계

37,296

26,690,440

1,431

372,718

96.16%

98.60%

대전

1,399

746,916

0

0

100.00%

100.00%

충북

10,982

3,500,046

1,084

294,453

90.13%

91.59%

충남

16,477

5,784,092

1,414

331,590

91.42%

94.27%

세종

1,144

612,228

0

0

100.00%

100.00%

소계

30,002

10,643,282

2,498

626,044

91.67%

94.12%

광주

1,345

781,744

0

0

100.00%

100.00%

전북

12,680

3,998,531

965

232,423

92.39%

94.19%

전남

18,726

6,357,858

2,816

775,227

84.96%

87.81%

소계

32,751

11,138,133

3,781

1,007,651

88.46%

90.95%

대구

3,219

1,675,956

0

0

100.00%

100.00%

경북

27,476

8,231,385

959

244,381

96.51%

97.03%

소계

30,695

9,907,341

959

244,381

96.88%

97.53%

부산

2,996

3,297,363

0

0

100.00%

100.00%

울산

2,048

1,632,043

0

0

100.00%

100.00%

경남

19,589

7,746,454

2,402

611,525

87.74%

92.11%

소계

24,633

12,675,861

2,402

611,525

90.25%

95.18%

강원

10,028

3,013,470

5,265

1,407,130

47.50%

53.31%

제주

5,596

1,633,576

5,596

1,633,576

0.00%

0.00%

소계

15,624

4,647,045

10,861

3,040,706

30.49%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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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적 시사점 분석
앞서 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공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물류네트워크는 물동량의 흐름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고 있지만
물동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물류시설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분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물 OD 기반의 분석과 택배 OD 기반의 분석결과간 차이는 결국 국가물
류거점의 공급정책 측면에서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화물 OD는 산업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물동량의 이동을 전제
로 하므로 지역내 산업물동량의 이동 현황을 좀 더 잘 설명하는 한편, 택배
OD는 산업생산보다는 유통과 물류관점에서의 물동량의 이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가물류거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물류활동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공공물류거점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적용되는 실수요검증이나 타당성 분
석 과정에서 입주예상기업의 속성 분석을 통해 물류거점의 향후 활용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 기초자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2015년까지 지속되었던 권역별 총량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해
왔던 물류거점의 입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20) 즉,
과거 물류거점의 입지 정합성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물류거점의 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물류거점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리에 공공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창고시설은 공공의 통제를 받지 않고 토지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상의 문제만 없다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국가물류
거점에 대한 공공의 관리 및 개입은 기업활동에 별다른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20) 화물 OD를 기준으로 입지를 분석하여 개발된 물류거점시설이므로 정합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
이 있을 수 있으나, 화물 OD가 우리나라의 물동량 이동현황을 잘 설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화물
OD 기반으로 개발된 물류거점의 입지평가가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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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전체 국가물류네트워크 관점에
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가물류거점 중 입지적 정합성이 낮은 물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대표적인 예로 장성내륙물류기지를 비롯해 5대권역 ICD의 대부분에서
가동률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장성, 영남권, 중부권의 경우 ICD 기능은 사실
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양산도 부산신항 개항 이후 기능을 상실한 상태
이다. 그 외에도 물류단지 중에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물류단지
도 상당수 있어 이들을 어떤 방향에서 활성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시점이다.
넷째, 산업단지의 분포와 국가물류거점의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산업생산거
점인 산업단지들이 국가물류거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율을 평가하
였다. 평가 결과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50km 이내에 국가물류거점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비율(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은 개수 기준 82.67%, 산업
시설면적 기준 93.73%로 분석되었다. 즉, 산업단지 중 약 17.33%는 주변
50km 이내에 국가물류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업단지의
유형별로 살펴볼 때,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도 4개(6.78%)가 국가물류거점의 서
비스권 밖에 입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물류단지의 경우도 약 61개
(9.23%)가 해당된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제주도,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율이 낮게 나타
나는 반면, 대도시권의 경우 서비스율이 100%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별창고시설은 집적화의 대상시설이면서 집적화된 물류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허브앤스포크, 공동물류 등 물류비 절감 및 SCM의 효율성 제고
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개별창고의 위치와 물류단지 등 집적화된 물류
시설의 공간적 연계성 평가하기 위해 50km 이내에 국가물류거점이 위치하는
창고시설의 비율(국가물류거점 연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수 기준
87.17%, 연면적 기준으로 92.20%의 창고시설이 반경 50km 내에 국가물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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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1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별 분석에서는 1만 평
(33,000㎥) 이상의 대규모시설은 연계율이 100%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아질
수록 연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로는 제주, 강원, 전남, 충
북 순으로 연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천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연계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단위면적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밀도가 높
아짐에 따라 허브앤스포크 전략에 대한 전략적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물동량이 적은 시대의 경우 단순화된 허브앤스포크 전략이 효과를 나타냈으
나, 개별시설의 처리용량을 감안할 때 최근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물동량을 감
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기업들은 개별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맞게 멀티
허브를 활용해 물류네트워크를 구조화하고, 고도화된 물류운영시스템을 결합
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는 국가물류거점 공급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에 활용하던 정책의사결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좀 더 유연하
고 다변화된 정책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택배 OD의 관점에서 물동량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최적의 입지를 설정하게 되면 수도권남부에서 중부권에 이르는 특정권역에 모
든 물류거점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물류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 교통망에 부담을 주고, 지역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 SCM의 중요의사결정 요인으로 신속성, 정시성
등 시간요소가 부각됨에 따라 고객과 가까운 위치에 거점 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물동량 중심의 물류거점 입지를 결정하는 현 의
사결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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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물류네트워크의 전략적 개선방향
국가물류시설의 공급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실수요검증을
기반으로 한 물류단지 공급정책은 개발사업자가 제안한 특정사이트를 중심으
로 인접 시군구의 물동량을 수요로 분석하고, 단순한 협약 등을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수요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광
주시처럼 같은 지자체에 여러 개의 물류단지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
우 기존 물류단지에서 인용한 물류수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게 되므
로 결국 중복수요로 인한 공급과잉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다른 물류
단지의 수요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요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의 권역별 총량제를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므로 추가적인 수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화물 OD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택배 OD
를 분석한 결과가 확연히 다르므로 물류단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반
적인 산업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물류단지인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를 처리
하기 위한 물류단지인지를 구분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요분석 과정에서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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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따라 택배수요 등 생활물류 수요를 별도로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총량제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물류수요를 인정하는 수요분석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수요검증의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물 OD와 함께 택배 등 생활물류 OD를 공식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택배산업의 경우 시장참여자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중앙에서 물량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므로 사업자의 협
조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완벽한 택배 OD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국가물류거점의 공간적 입지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지역
을 중심으로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개발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원인은 현행
물류단지 개발 제도의 근간이 토지개발사업자와 실사용자가 분리되는 것을 허
용함에 따라 민간의 부동산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물류단지 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즉, 실수요에 관계없이 토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토지개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여 토지개발에 따른 수익을
사회에서 환수하는 체계를 갖추고, 개발된 토지에 실수요자인 물류 및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21) 이처럼 물류단
지개발사업의 주체는 공공부문 또는 실수요자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앞서 국가물류시설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대상범위에 속하는 산업단지의 비
율(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을 조사한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
체 등이 개발한 산업단지조차 국가물류거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의 산업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다 보니 도시권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교통망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국가물류거점의 서비스 권
역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21) 유통업무시가지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 도시재
생기구에서 시행(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연구 , p.13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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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창고시설>

<그림 4-1> 국가물류거점의 영향범위 제외 지역 분석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점은 산업단지의 기본적 속성인 생산활동은 반
드시 물류활동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정책과 물류거점
의 공급정책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해결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도시권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의 산업단지에는 유럽의 Freight
Village 개념을 도입해 제조, 유통, 물류를 결합한 융합적 물류시설로 개발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물류단지의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을 완화하고, 완화된 비율에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
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물류단지는 과거 유통단지의 개념에서 출발
해 물류와 유통의 결합 중심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으나, 제조-물류, 제조유통-물류의 개념을 결합한 좀 더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민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체제를 갖추고 있는 물류단지 제도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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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개발, 민간중심의 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개
발이익을 활용해 물류소외지역에 중소규모의 물류거점시설을 공급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산업단지의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 산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물류거점의 연계율은 기본적으로 물류활동의 근간이 되는 물류시설이
위계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지역단위의 소규모 물량을 개
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혼재
(consolidation), 공동물류 등 집적화 거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국가물
류거점의 개발 과정에서 집적화를 통한 물류비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본
활용 개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의 산재된 물류창고를 집적화된 시설로 유
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국가물류거점의 연계율 분석과정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
물류거점과의 연계율이 낮은 지역을 파악하고, 공공주도의 소규모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창고시설을 처분한 후 국가물류거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공공물류거점 내 자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
제 등 적극적 유도정책22)을 추진해야 한다.
3장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국가물류거점은 통상적인 산
업물동량 처리를 위한 입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확
산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로 택배 등 생활물류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생활물
류를 집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점물류시설의 공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단지의 개념을 확장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
였으나, 사업신청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시설 소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신청대상 범위를 도
시철도차량기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유휴부지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22)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교통결절점에 인접한 지역에 민간이 물류창고를 건축하거
나 운영할 경우 세제 감면, 개발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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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치 정합성이 낮은 국가물류거점의 활성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성내륙물류기지의 미개발 공간이나 중부권 내륙물류기지,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최근 활성화가 저조한 양산ICD, 물류단지 중 비활성화
시설 등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의
경우 민간투자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개발계획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투자사업자 간 협약 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
쳐야 한다. `90년대 개발 시대적 관점에서 설계된 국가물류시설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상 주요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내용을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추진사업으로
정리하여 <표 4-1>에 제시하였다.

<표 4-1> 정책 및 추진사업 제언
정책 및 추진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서 제출 시 물류시설 유형 분류를 통한 수요분석
방법 다변화
실수요검증 제도 개선
⋅실수요검증 시 수요분석과정에서 생활물류 수요 반영 가
능하도록 제도 개선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단순 토
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
⋅토지개발사업 참여주체 공공부문으로 한정(공공개발, 민
간운영 체제 도입)
⋅물류단지 유형 다양화: 현행 유통+물류에서 제조+물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규모 및 유형
제조+유통+물류 등 유치시설 범위 확대
다양화
⋅중소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정기준 완화
물류시설용지 비율 완화를 통한
⋅제조, 유통 등 연관산업 유치 시 물류시설용지 비율 완화
제조 융복합 촉진
공공주도의 중소규모 물류거점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중소규모 물류거점 개발사업 추진
개발
(환수제 또는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활용)
⋅기존 창고 매각 후 공공물류시설 입주 시 양도세, 취득세
공공물류시설 입주 유인정책 발굴 등 감면
⋅공공물류거점 내 물류자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도시첨단물류단지 신청자격 확대(도시철도차량기지, 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개선
로공사 유휴부지 등)
국가물류거점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20년 이상 지난 민간투자 국가물류거점에 대한 협약변경
유연성 확보
기준 및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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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및 추진사업 제언
1. 실수요검증제도의 개선
2015년 총량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실수요 검증제도도 시행 4년차를 맞으
면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연관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수요 검증제도의 개선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화물 OD와 택배 OD를 이용한 국가물류거점의 입지 정합성 분석과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동량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수요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물류단지 개발 과정에서 물류단지에 유치할 물류시설의 특성에
따라 장래수요를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재 화물 OD를 기반으로 장래 수요를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택배 OD 등을 활용한 생활물
류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화물 OD를 배포하는 국가교통DB사업에 택배 등 생활
물류OD 개발업무를 정례화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생
활물류 수요를 별도 반영하도록 평가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

<표 4-2> 실수요검증 평가기준(현행)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입주수요, 수행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120점)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20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20점)
-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 / 물류시설 용지 면적 × 입주수요의
신뢰도(0~100%) × 20점

2) 지정요청자의
사업계획
신뢰도
(정성평가)

20

가) 물류단지 개발ㆍ운영 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10점)
나) 지정요청자의 사업추진 능력의 신뢰도(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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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3) 입지선정의
적정성
(정량평가)
4) 물류시설 용지
면적비율
(정량평가)
5) 장래의
물류단지
수요(정량평가)

20

가)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20점)
-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환경 및 보전관련 용도지역 훼손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가) 물류단지면적 대비 물류시설용지 면적 비율(20점)

20

20

가) 장래 물류단지 수요면적 대비 물류시설 용지 면적 비율(20점)
- 평가 산식: 물류시설 용지 면적 / (해당 물류단지가 소재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 + 해당 물류단지에 인접한 시ㆍ
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 × 15%)
가)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20점)

6) 인근 물류단지와 20
의 상호 중복성
(정성평가)
나. 지정요청자의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80점)
1) 자기자본 및
자금 조달계획
(정성평가)

40

가) 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10점)
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10점)
다) 자본 조달계획의 신뢰도(20점)

2) 재무상태
건전성
(정량평가)

20

가) 신용평가등급(20점)

3) 토지 확보현황
(정량평가)

20

가) 해당 물류단지의 토지확보율(20점)

자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2(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인용)

2.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
현재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 신청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과잉 개발 또는 중복개발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개발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물류
기업 등 실수요자가 개발주체가 아닌 경우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 이
익 중 일정 비율을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4호에 대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물류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제4장 국가 물류네트워크 개선 전략 및 추진과제

77

<표 4-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현행)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
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
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인용)

장기적으로는 토지수용권 등 강력한 규제 완화 수단을 갖는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하
거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물류기업 등 실수요자로 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토지 개발이익을 기금화하여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공공물류거점 확보사업 등
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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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 규정 개정 방향
물류시설법 제27조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삭제 또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물류기업’으로 수정
<일본 유통업무지구 개발 관련 법규>
유통업무시가지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
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기구”라 한다.)가 시행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p.174에서 인용

3.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규모 및 유형 다양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념적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물류단지
의 토지 이용계획은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세 가
지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특이한 점은 가공 및 제조시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CM 개념의 기업전략 하에서 물류 및 유통기능과 분리될 수 없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용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4차산업이 확산될 경우 제조기능과 물류기능의 융합 현상이 더욱 가속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류-유통, 물류-제조, 물류-유통-제조 등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수
립 시 사전 유형분류를 통해 산업간 융합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공·제조
시설용지와 정보처리시설용지를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물류
단지 개발지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4장 국가 물류네트워크 개선 전략 및 추진과제

79

<표 4-5> 물류단지의 시설용지 구분 체계
대 분 류

물류단지
시설용지

소 분 류

ㅇ
ㅇ
ㅇ

물류시설용지
물류터미널용지
컨테이너시설용지
창고시설용지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상류시설용지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복합용지 중 물류단지시설 부분

비 고
물류시설법
제2조제6의4호의
시설

물류시설법
ㅇ 가공·제조시설용지
제2조제8호의
시설
ㅇ 정보처리시설용지
ㅇ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ㅇ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ㅇ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ㅇ 폐기물처리시설용지
ㅇ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숙박시설용지
ㅇ 운동시설용지
ㅇ 위락시설용지 등
ㅇ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
물류시설법 시행령
ㅇ 도로용지
제26조의 시설
ㅇ 공원용지
ㅇ 주차장용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공공시설용지
ㅇ 철도용지
ㅇ 녹지
ㅇ 구거 등
자료: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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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시설용지 비율 완화를 통한 제조 융복합화 추진
현행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8조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
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부처 공동으
로 발표한 물류혁신방안에서는 물류시설용지 비율을 완화하여 물류시설에 대
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표 4-6> 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정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구분) 및 복
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
의 60% 이상으로(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50% 이상),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
용지가 6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자료: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개발지침 참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개발사업 목적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을
낮출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개발 목적의 물
류단지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므로 물류시설용지 비율을 완화하되, 완화된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은
가공·제조시설용지나 정보처리시설용지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공·제조시설용지나 정보처리시설용지의 경우 앞서 규모
및 개발유형 다양화 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여 물류단지시설이 제조, 유통 등 연관산업과 융복합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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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 주도의 중소규모 물류거점 개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큰 축을 이루는 지역 단위의 산
업단지 구축사업을 비롯해 지역에 산재한 많은 창고시설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정합성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산업
단지 또는 창고시설 등이 국가물류거점의 서비스 권역에서 벗어나 있거나 연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물류단지가 민간 주도의 대형물류단지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도 국가
가 제공하는 물류인프라 서비스의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중소규모 물류거점 개발사업을 정책사업
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소외되고 산업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물류서
비스 측면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물류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다. 물론 사업성 및 사업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므로, 앞서 물류단지의
시행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하거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안한 것
과 연관하여 추진해야 한다. 환수되거나 공공개발을 통해 축적된 개발이익을
기금화하여 물류소외지역의 최저물류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중소규모 공공
물류거점 개발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물류거점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택배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6. 공공물류시설 입주 유인정책 발굴
앞서 3장의 정합성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물류시설과 창고시설
의 공간적 연계성을 평가한 결과, 지역별로 연계성이 낮은 지역들이 존재하고,
높은 지역들의 경우도 공공물류시설과 개별 창고시설이 중복되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지역들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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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 등 일반물류활동의 지역거점으로 개발된 시
설의 경우 기본 개념을 설정할 때 인근 지역의 개별 창고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거점물류시설이 입주한다고
해도 지역의 개별 창고시설이 대체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별 창고시설의 소유자 입장에서 개별 창고시설을 매각하고 공공물류거
점으로 입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점물류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게 되면 교통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
상 등으로 지가 상승 등의 부가적 이득을 보게 되므로 쉽게 기존 시설을 매각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창고시설 소유주가 인근에 개발된 거점물류
시설 입주할 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발굴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창고 매각 후 공공물류시설 입주 시 기존 창고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물류창고들이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교통망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유도하는 등 국가가 적극
적으로 창고 등 물류시설의 입지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공공물류거점의 토지를 분양받은 물류기업에 대해 신규 취득한 물류
자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입주를 유도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공공물류거점에 물류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시설의 집단화에
따른 도로 등 공공시설의 투자 절감 및 이용률 제고 등의 사회적 편익과 집적
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개선
택배 등 생활물류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기존 국가물류거점의 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택배 OD를 활용한 국가물류거점의 정합성
분석 결과, 기존의 일반 화물 OD를 이용한 정합성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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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는 택배 등 생활물류의 경우 물동량의 발생 속성 자체가 다르고, 물류
의 이동과정 또한 일반적인 물동량의 이동 경로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물류단지 등 기존 국가물류거점의 공급정책과 차별화된 생활물류
거점의 공급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의 확산에 따른 도
시권의 물류시설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6개의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23).
현행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일반물류터미널과 유통업
무설비 등으로 한정된다.

<표 4-7> 도시첨단물류단지 신청 대상시설의 범위
1.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2.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물류시설법 제22조의 2 참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물류터미널 등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로서 전환하
기 위한 수요를 찾기 힘든 상황이므로, 철도역, 도시철도차량기지,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유휴부지 등 교통 관련 시설로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의 경우 기존 철도역의 복합재개발을 통해 철도역사와
물류거점,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지역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등 도심권 물류
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24)

2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6.30.),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4) 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8-2022) ,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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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물류거점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유연성 확보
앞서 화물 OD와 택배 OD를 이용한 국가물류거점의 입지 정합성 분석 결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국가물류거점들 상당수
가 물동량 관점에서 입지적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확장적 개발시대의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계획
된 시설들로 미래 물류환경에 맞도록 역할을 재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
시설들 중에는 상당 기간 동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도 있고, 개발 초기
부터 가동률이 낮게 나타난 거점시설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대부분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와 민간투자사업자 간 체결된 민간투자협약에 근거하여
개발된 시설들로 용도나 규모적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협약 변
경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8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에서는 실시협약
변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4-8>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조건 및 방법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실시협약의 변경)는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재정지원 규모 증가, 사용료 인상, 총
사업비 증가 등)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안의 시급성과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심의가 가능하며,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물량 변동으로 야기되는 사업시행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증가액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심의면제가 가능함
- 상기의 조건이더라도 총 사업비가 법정 명시기준(총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BTL 방식의
경우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20% 이상 중가,
또는 신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사전심의가 필요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12.),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시설 수요 재산정 및 실시협약 관련 법제도 검토 연구 ,
p.16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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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12.),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시설 수요 재산정 및 실시협약 관련 법제도 검토 연구 ,
p.161 <그림 4-9> 인용

<그림 4-2> 실시협약 변경 절차(호남권 내륙물류기지 사례)

그러므로 20년 이상 지난 민간투자 국가물류거점 중 사업의 실효성이 사라
진 거점을 대상으로 신규투자를 위한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 협약변경 기
준 및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상의 특례 제정 등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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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기업의 SCM 전략 변화가 기업의 생산거점 및
물류네트워크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 기업의 생산거점 및 물류네트워
크 변화를 반영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물류네트워크의 공급전략이 수립되
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SCM 전략 변화의 행태를 분석하여, 기업
이 SCM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략적 변화를 거듭하고, 그 과정을 통해 생산
및 물류네트워크의 재구조화가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생산 및 물류네트워크의 재구조화는 결국 국내 산업시설 및 물류시설
의 입지를 통해 구현되고, 생산시설 및 물류시설의 입지 변화는 결국 물동량의
흐름에 변화를 주게 되므로 물동량의 흐름 관점에서 국가물류거점의 공급전략
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즉,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주요 국
가물류거점의 입지에 대한 정합성 분석을 통해 기업 SCM 전략변화에 따른 물
동량의 변화 및 생산/물류거점의 입지 변화를 반영한 국가물류거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 국가 및 공공부문 주도로 공급된 주요 국가물류거점은
종합적 평가 관점에서 상당 부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합성 평가에 활용된 기준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화물 OD는 산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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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 내 산업물동량의 이동 현황을 잘 설명하는
한편, 택배 OD는 유통과 물류관점에서의 물동량의 이동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물류거점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용되는 실
수요검증이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입주예상기업의 속성을 반영한 물동량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 권역별 총량제를 통해 공급된 물류거점 입지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물
류거점 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합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물류거점 개발사
업에 대한 인허가 관리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물류거점의 경우 입지적 정합성이 낮
고 가동률이 낮아 당초 목적한 기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
동량의 체계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 개선방향은 산업단지 분석을 통한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 분석과 물
류창고에 대한 국가물류거점 연계율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전반적
으로 산업단지의 국가물류거점 서비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
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비스율이 낮고 국가산업단지도 일부 국가물류거점의
서비스권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정책과 국가물류
거점에 대한 공급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가 적극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율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도시권을 벗어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시 산업단지 내에 별도의 물류처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
하거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거점물류시설의 경우 개별창고시설의 난립을 방지하
고, 물동량을 집적화하여 공동처리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
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개별창고시설의 국가물류거점 연계율은 개별창고에서
분산되어 처리되는 물동량을 집적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써 국가물
류거점의 역할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분석 결과, 자체적으로 규모의
효율성을 갖춘 1만 평 이상의 대형창고는 연계율 높은 반면, 정작 물동량의
집적화가 필요한 작은 창고시설은 오히려 연계율이 낮다는 점에서 국가물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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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공급정책의 개념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지
역에 비해 지방지역의 연계율이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적은 지
역의 물류처리를 위한 근본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온라인화 되면서 단위면적에서 발생되는 물
동량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변형한 멀티허브 전략이
대두되는 등 대형물류거점에 대한 지역적 분포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는 국가물류정책의 의사결정체계 및 정책적 관점도 다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단순히 물동량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최적의 입지를 설정하게 되면 특정
권역에 물류거점이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의 교통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물동량 중심의
물류거점의 입지를 결정하는 현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8가지 정
책 및 추진사업을 제언하였다.
첫째,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 검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수요검증 과
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류시설의 유형에 따라 수요
분석 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앞서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
업물류 수요와 생활물류 수요를 구분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물류단
지 개발은 토지 개발과 시설 건축 및 운영이 분리되고, 토지 개발은 주로 토지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물
류 수요의 효율적 처리보다는 개발이익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물류수요와
물류시설의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물류단지 개
발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주체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거나, 물류기업 등 실수
요자가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규모 및 유형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물류단지
의 물류시설용지에는 물류 및 유통기능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물동량의 창출
기능이 있는 제조기능을 물류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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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물류 등 물류단지의 기능을 다양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상대적으
로 물동량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공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해
야 한다.
넷째, 제조, 유통 등 연관산업 유치 시 물류시설용지 비율의 완화 또는 탄력
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물류소외지역에 대한 중소규모 물류거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
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거나, 공공주도의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물류시설의 입주 유인을 위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창고 매각 후 공공물류시설 입주 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 공공물류
거점 내 물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도시권에 집중된 생활물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물류시
설 공급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된 거점물류시
설에 대한 공급정책의 분산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시권 내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물류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가물류거점과 관련된 민간투자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시대의 개념에 맞게 개발된 국가물류시설
을 미래시대에 맞는 물류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된 기존
국가물류거점에 대한 협약 변경 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
제시된 8가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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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연구계획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SCM 또한 글로벌 SCM으로
확장되고, 결국 SCM 전략 변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물류네트워크의 재구조화
등 물리적 네트워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략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
성을 전제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수행 목적이 기업의 SCM 전략 변화에 따라 국가적 관점
에서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급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으므
로 분석의 대상을 국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국가적
관점에서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적 관점에서의 국가물류거점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정합성 분석 및 정책 대안 발굴을 추진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 국부펀드나 국영기업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등이 부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정책 발굴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글로벌 SCM 전략과 연계한 물류네트워크 개선방안과 관
련된 향후 연구는 항만, 공항 등 국내적 관점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물류거점 네트워크가 글로벌 물동량의 흐름과 정합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
한 평가 및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추진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
라 기업들의 해외진출거점과 글로벌 물동량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가적 관
점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거점 개발사업 등으로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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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글로벌기업의 SCM 전략 및 물류네트워크 변화 사례
1. 일본 기업의 SCM 도입사례 분석
1) 니콘의 글로벌 SCM 전략 변화 사례25)
카메라 등 광학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니콘은 2010년 전후 유럽지역의
SCM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반, 니콘의 유럽지역 공급망은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파리,
암스테르담, 독일, 런던의 포워더를 활용해 수입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되
었다.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을 메인 배송센터로 활용하면서 프랑스, 스위스, 독
일/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등 6개국에 서브배송센터를 두고 이
지역의 판매망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메인배송센터는 위 6개국에
물량을 공급하면서 남부유럽과 러시아지역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제조공장에서 6개국의 서브물류센터로 직공급하는 역할을 중복적으로 담당하
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25) Stef van Haaren(2008), “Managing the Supply Chain by using 3PL strength”, The 2nd eye
fortransport Hi-Tech & Electronics Supply Chain Summit, 2008.11.27.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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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ef van Haaren(2008), “Managing the Supply Chain by using 3PL strength”, The 2nd eyefor
transport Hi-Tech & Electronics Supply Chain Summit, 2008.11.27. p.7을 재작성

<그림 부록-1> 니콘의 유럽내 공급망 구조(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후반 들어 기업경영을 집중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핵심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재고중앙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량은 모두 유럽중앙허브를 통해 각 지역의
물류센터로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단, 영국의 경우 직공급체계를 중복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는 유럽중앙허브를 담당하는 암스테르담과 영
국으로의 직공급을 담당하는 런던으로 이원화하고, 유럽중앙허브와 중부유럽
배송센터는 물류전문기업인 Venlo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공급망 체계를 전
면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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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ef van Haaren(2008), “Managing the Supply Chain by using 3PL strength”, The 2nd
eyefortransport Hi-Tech & Electronics Supply Chain Summit, 2008.11.27. p.10을 재작성

<그림 부록-2> 니콘의 유럽내 공급망 구조(2000년대 중후반)

3PL 아웃소싱을 통해 효과를 본 니콘은 2010년대 초반 아웃소싱의 범위를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웃소싱기업의 역할 및 업체 구성을 지역별
로 다양화하였다.
기존 Venlo를 통해 운영하던 중앙허브와 중부유럽배송센터 외에 중부유럽
배송센터, 북유럽배송센터, 영국배송센터는 DHL에 아웃소싱하는 한편, 러시
아지역은 KWE(Kintetsu World Express)에, 동유럽과 프랑스는 직영하는 등
배송센터 운영 및 간선, 지선운송구간까지 아웃소싱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
경로에 대한 관리도 일본통운, DHL, 유센, a.hartrodt 등 포워딩회사를 활용하
는 등 물리적 네트워크는 집중화하면서 아웃소싱 범위 및 주체는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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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ef van Haaren(2008), “Managing the Supply Chain by using 3PL strength”, The 2nd
eyefortransport Hi-Tech & Electronics Supply Chain Summit, 2008.11.27. p.18.

<그림 부록-3> 니콘의 유럽내 공급망 구조(2010년대 초반)

2) 일본통운 사례
일본통운은 제3자물류를 수행하는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으로 다양한 화주기
업의 SCM 개선전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통운을 아웃소싱기업으로 활용한 두 가지 SCM 개선사례를
통해 전개된 글로벌 네트워크 변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가. A 전자기업 사례26)
`60∼`70년대 이후 종합상사 등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자국 물류기
업과의 동반진출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본계 3자물류기업들이 글로벌 대표물
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6) 한국교통연구원(2015), 물류혁신 종합계획 수립 연구 를 기반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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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운은 세계 4위의 물류전문기업으로 초기 종합상사 등의 수출입물류
를 지원하는 역할에서 글로벌 제조기업의 SCM 전반을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등 화주기업의 SCM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본 사례는 일본 전자제품 제조기업 A의 동남아 진출과정에서 일본통운이
허브물류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부품, 반제품 공급을 통한 제조지원 유통물류,
완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출입물류 등을 수행하는 등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통해 글로벌 전자제품 SCM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부록-4>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일본통운은 싱가포르에 부품물류센터
와 완제품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남아 부품제조사의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보관 후 제조공장에 공급하고, 반제품을 가져와 다른 제조공장에 공급한 후,
완성된 완제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배송하는 역할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SCM
전반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5), 물류혁신 종합계획 수립 연구 , p.163에서 재인용(일부 수정)

<그림 부록-4> 일본통운의 전자제품 글로벌 SCM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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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이 모듈화된 생산시스템의 네트워
킹을 통해 다변화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생산방식임을 고려할 때, 일본
통운을 활용한 전자제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제조 SCM 체계 구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물류기업 및 물류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가
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나. 의류유통기업 B 사례27)
의류를 판매하는 의류유통기업 B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다양한 의류제조업
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배송센터를 통해 일본 내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다. <그림 부록-5>의 A는 SCM 도입 전 공급망 구조
로, 중국의 각 공급업체로부터 정해진 항만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입된 제품은
각각 배송센터로 보내지고, 각 공급원으로부터 유입된 제품을 판매처별로 분
류하여 배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www.nipponexpress.com/case/case04/(2019.6.20. 검색)을 수정하여 다시 그림

<그림 부록-5> 의류유통업체 B의 공급망 구조 비교

27) www.nipponexpress.com/case/case04/(2019.6.20. 검색)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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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국제 컨테이너 수송 부문의 효율성은 물론, 국내에서의 배송비
용, 배송센터 및 판매시설에서의 입고처리를 위한 자원 및 비용의 절감 등 다
양한 SCM 이슈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의류유통업체 B는 해외조달허브를 중심
으로 공급망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해외조달허브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일본
통운에 아웃소싱하는 SCM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부록-5>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거점항만 배후부지에 해외
조달허브를 개설하고, 중국내 각 공급업체의 물량을 모두 허브로 모아 라벨링
작업, 판매처별 분류 등 부가가치물류 업무를 수행한 후 배송센터에서 인접한
항구를 통해 수입한다. 수입 후 배송센터로 입고된 제품은 곧바로 해당 지역으
로 배송되므로 일본 내 유입 후 프로세스를 현지 항만에서 사전 처리함으로써
자국내 공급망 흐름을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일본 아스크루 & 네슬레의 SCM 제휴28)
2015년 아스크루는 네슬레 일본과의 물류업무 제휴를 발표하고, 아스크루
의 물류자회사 Bizex가 “아스크루 오사카 DMC” 인근에 거점을 마련하여 네슬
레 직영 인터넷몰의 물류를 대행하게 되었다. 네슬레는 아스크루의 배송망을
이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최단시간 당일배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슬레는 동년 3월 자판기와 편의점에서의 캔커피 판매를 철수하는 한편,
커피머신을 무료 대여하고, 인스턴트 커피를 정기 구입하는 직판사업 "네스카
페 엠버서더” 확대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자물류에 위탁
하고 있는 물류비용과 물류서비스 수준의 문제를 아스크루의 물류인프라를 플
랫폼으로 활용하여 해결하고, 제품 개발이나 판매방법 외에 판매단위 및 배송
방법 등 유통서비스까지 공동개발·운영 중이다.
아스크루는 통신판매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네슬레 등 유통기업과의 물

28) 일본 LOGI-BIZ(2015.11), pp.16-17의 내용을 재정리(www.logi-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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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B2B 물류인프라를 B2C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거점정비를 진행하였다. 2015년 7월 약 202억 엔을 들여 로지스틱스파크
수도권센터(연면적 약 2.2만 평)를 사이타마현 미요시마치에 개소하고, 이와 병
행하여 기존 ‘오사카 DMC’를 개보수하여 B2C 처리기능을 갖췄다. 그 외에도
’16년 1월에는 후쿠오카시 아일랜드시티에 연면적 약 1.6만 평의 “아스크루 로
지스틱스파크 후쿠오카”, ’16년 5월에는 요코하마시에 1.5만 평의 “아스크루
로지스틱스파크 요코하마”를 개소하는 등 신규 거점망 재구축을 추진하였다.

자료: 아스쿠루 내부자료를 LOGIBIZ(2015.11) p.17에서 재인용

<그림 부록-6> 일본 아스크루의 물류거점망 재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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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기업의 SCM 도입 사례 분석
1) 아마존29)
아마존은 1990년대 온라인 서적판매업에서 시작해 다각적으로 플랫폼을 발
전시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아마존은 기존 전자상거
래기업와 달리 상류부문의 혁신을 기반으로 물류부문의 핵심사업인 3자물류&
부가가치창고, 특송, 화물운송, 도로화물운송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류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물류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3자물류·부가가치창고업 분야에서 2017년 기
준 20개의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를 구축하여 총 18.5백만 ㎡의 자체 풀
필먼트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약 10만 대의 키바로봇을 설치해 창고내 풀
필먼트 속도를 최대 75%까지, 보관용량을 최대 50%까지 높였다.30)
화물포워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국자회사를 통한 NVOCC 면허 발급 및
해상운송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2016년 북미와 유럽에서 전세 항공화물기
를 운항하기 위해 오하이오주 윌밍턴과 신시내티 공항에서 항공물류 허브터미
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드론, 자율주행 배송차량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Amazon
Restaurant Service, Prime Now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각 서비
스의 특성에 맞는 SCM 전략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적 혁신과 물리적
네트워크의 확산을 결합한 독자적 물류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부록-7>은 아마존의 미국 내 각종 물류거점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그림
으로, 제공 서비스별로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물류거점

29) http://www.mwpvl.com/html/amazon_com.html(2019.3.18. 검색)과 Amstrong & Associates,
https://www.3plogisticsonline.com/Providers/Reports/CapabilitySummary(2019.10.29. 검색)
의 내용을 재정리
30) Amstrong & Associates, https://www.3plogisticsonline.com/Providers/Reports/Capability
Summary(2019.10.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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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전략은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 소규모 소팅 풀필먼트센터>

<b. 식품 풀필먼트센터>

<c. 프라임나우 허브센터>

<d. 배송센터>

<e. 아웃바운드 분류센터>

<f. 인바운드 크로스도크센터>

자료: http://www.mwpvl.com/html/amazon_com.html(2019.3.18 검색)

<그림 부록-7> 아마존 물류거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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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마트31)
오프라인판매 중심의 유통기업인 월마트도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하기 위
한 SCM 체계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부록-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월마
트는 소매매장 중심의 판매구조에서 배송센터 등 물류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http://www.mwpvl.com/html/walmart.html(2019.3.18. 검색)을 비교형태로 수정

<그림 부록-8> 월마트의 소매매장과 배송센터 면적 변화 추이

월마트의 공급망 구조는 제품군 및 판매방식에 따라 지역 일반상품 배송센터,
신선품 배송센터, 패션배송센터,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센터, 특별배송센터32),
수입 및 재배송센터, Center Point 전용배송센터, Sam’s Club 전용배송센터 등
8가지로 분류되며, 월마트 매장에서 팔린 상품의 약 81%가 이 배송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나머지는 공급업자가 직배송한다.
2013년 달라스 포트워스에 최초로 전자상거래 전용 풀필먼트 센터를 설립한
이후, 현재 미국 내에 12개, 약 107만m2 규모의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센터를 운
영 중이다. 향후 약 25만m2 규모의 풀필먼트센터가 3개 더 오픈할 계획이다.

31) http://www.mwpvl.com/html/walmart.html(2019.3.18. 검색)을 재정리
32) 수출품, 광학제품, 의약품, 회수물류, 타이어, 프린트 및 우편 등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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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의 풀필먼트센터 공급전략은 미국내 카운티의 90% 범위에 대해 2일
내 배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물류시설 확보가 어려운 도시
권의 경우 도시권에 위치한 Sam’s Club 매장을 풀필먼트센터로 전환하는 것
까지도 검토 중이다.
공급망에서 배송센터의 규모 및 수는 재고비용, 수송비, 그리고 고객서비스
수준의 상쇄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중장기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월마
트가 공급망의 구조를 상류보다는 물류부문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유통산업
의 네트워크가 온라인 소매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료: http://www.mwpvl.com/html/walmart.html(2019.3.18 검색)

<그림 부록-9> 월마트 eCommerce 풀필먼트 센터 현황

3)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1980년대부터 이미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버를 공급해 온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유럽시장 진출 과정에서 초기에는 네
트워크의 물리적 재구조화를 통한 시장접근성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2000
년대 들어 운영 프로세스 중심의 SCM 혁신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80년대 말 유럽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스코트랜드 Linlithgow에 제조공

부 록 109

장을 건설하고, 공장에서 판매처로 개별배송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90년대
초반에는 재고 보유수준을 낮추면서 리드타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금 절감
을 목적으로 유럽물류센터 건설을 통한 중앙집중형 배송체계를 도입하였다.
`90년대 후반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능력 제고 및 비용 절감 차원
에서 물류아웃소싱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CFIT, RCF 등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전략을 세 차례 수정하는 등 리드타임 감소 및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SCM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부록-1>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SCM 전략 변화
연대

SCM 변화

추진목표

1988-1990

공장(Linlithgow) 건설

시장 진출 및 접근성 확보

1992-1993

유럽 물류센터 건설

재고수준, 리드타임, 세금 절감

1993-1995

부가가치물류(PCB 가공) 시행

공급업체의 기술력 부족 보완

1995-2000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생산능력 보완 및 비
용 절감

2004-2008

CFIT(Customer Fulfillment In Transit)

리드타임 및 비용 절감

2006-2008

RCF(Rapid Customer Fulfillment)

리드타임 및 비용 절감

2008-

Cross-Dock Integration

리드타임 및 비용 절감

자료: Hugh Aitken(2008), “What’s the Problem we are trying to Solve for?”, The 2nd eyefortransport
Hi-Tech & Electronics Supply Chain Summit, 2008.11.27. p.40. 그림을 표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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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디어(John Deere)33)
1837년 설립된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로, 전 세계에 약 80만 개 이상의 서비
스부품을 공급한다. 존디어는 서비스부품을 딜러들에게 48시간 이내 공급하
는 주문처리율 99%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양방향(Rear&forward) 재고 공급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지역 유
통망을 구축하였다. 회전율이 높고 빠른 배송이 필요한 부품의 경우 수요지역
에 인접한 지역부품물류센터에서, 고부가가치의 저속 배송이 허용된 부품은
중앙집중식 부품물류센터에서 재고를 관리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재고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밀란에 중앙집중식 부품물류센터를 두고 있으며, 댈러스, 덴버,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주 라스럽, 조지아주 맥도너에 5개 지역부품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캐나다, 멕시코 등을 서비스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부품물류센터
를 몬테레이 등 4개 지역에 구축하고 있다.

자료: http://www.mwpvl.com/html/john_deere.html(2019.3.18. 검색)

<그림 부록-10> John Deere 북미지역 유통망 현황

33) http://www.mwpvl.com/html/john_deere.html(2019.3.18. 검색)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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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는 유럽지역에 1개의 중앙허브와 3개 지역센터, 남미, 아시아, 호주
에 지역배송센터 각각 2개, 뉴질랜드와 아프리카에 지역배송센터 각 1개씩을
구축,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허브와 지역배송센터를 운영하는 공급망을 갖춘 경우 중앙
허브와 지역배송센터를 연결한 2단계 배송시스템을 운영하나, 존디어는 중앙
허브와 지역배송센터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성격과 서비스 범위를 완전히 분리
한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망 전략의 다양한 전략 구성요소 및 기술들이 해당 기업의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고 변형되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Target34)
Target은 미국 내 4위 소매업체로 앞서 월마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품목
및 물류처리 특성에 따라 5가지 시설로 북미지역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 지역잡화물류센터(Regional General Merchandise Distribution centers)
- 수입 및 재배송물류센터(Import/Redistribution Centers)
- 신선식품물류센터(Perishables Food Distribution Centers)
-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센터(eCommerce Fulfilment Centers)
- 반품처리물류센터(Returning Processing Facilities)
<그림 부록-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풀필먼트센터와 반품센터를 제외한 3
가지 물류거점은 취급하는 상품의 생산지 또는 인구가 밀집된 소비지와 인접
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반면, 풀필먼트센터의 경우 항공교통망이 잘 갖
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34) http://www.mwpvl.com/html/target.html(2019.3.18. 검색)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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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mwpvl.com/html/target.html(2019.3.18. 검색)

<그림 부록-11> Target 미국 내 물류네트워크 현황

잡화, 의류, 신발, 장난감 등 수입화물의 경우 미국내 7개 항만을 통해 수입
되어 항만에 인접한 수입 및 재배송 물류센터에 보관되며, 26개 지역잡화물류
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센터로 상품을 배송한다. 일반잡화상품은 미국내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7개의 제3자 통합물류센터로 입고된 후, 26개 지역잡화
물류센터로 배송된다. 신선식품의 경우 4개의 전용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2개 센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주문처리를 위해 전용 풀필먼트센터를 5개 운영 중이고, 추가로
2개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반품의 경우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며, 제3자물
류회사인 Genco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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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mwpvl.com/html/target.html(2019.3.18. 검색)

<그림 부록-12> 타겟의 배송센터 면적 및 배송센터 면적 대미 소매점 면적 비율 추이

<그림 부록-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겟도 월마트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물류거점의 확보 속도가 가속화되어, 상류를 담당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거점물류센터와 배송망을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중심의 SCM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기타 미국 물류기업의 SCM 전략
일본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국의 SCM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
북미지역 주요 기업들의 SCM 도입 현황 및 과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35)

35) 일본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2000), 북미지역의 SCM 도입사례조사 , 참고자료 2. 주요 업계의 컨소시
엄형 이마켓플레이스 요약 참조

SCM 과제

SCM 전략

도입효과

①개인형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인터넷 주문생산
-인건비 및 관리비용 절감
②상류·물류처리 통합
-부품재고 가시성 개선 및 재고 감소
③공급업체와의 공동설계
(일 수준→시간 수준)
④공급업체 관리 지원
(성과평가 실시)

SCM의 활동

①인터넷 기반 자동차 판매(인터넷
-주문생산(BTO) 체계 구축
딜러와의 제휴로 BTO의 실현 및
-공급망 가시성 개선
자체 사이트에서 직접판매)
-완제품 재고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ATP(Available-To-Promise) ②판매업체와의 재고정보 공유
-결품 방지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구현
③e-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공급업체
와의 협력 강화

-공급업체에서 판매처까
지 정보가시성 개선
-판매처 재고의 실시간
자동차
제조기업 F사 관리
-고객에 대한 정확한 납
기 응답

EMS 업체의 협업용 개인형 e-마켓플
레이스(수요계획, 표준생산계획, 공 -요구사항에 대한 공급업체의 응답률
정스케줄링, 제조업체에 제조 지시 개선
협력)

-아웃소싱 전략
-공급망 가시성 및 실시간 정보
공유/주문프로세스 개선을 목
표로 EMS업체와 협력

-공급망 가시성 향상
전자제품
-실시간 정보 공유
제조기업 E사
-주문프로세스 단순화

전자제품
제조기업
-실시간 정보공유 및 효 -부품조달 다변화 전략(여러 공 개인형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실시 -3개 회사의 수요 정보 가시성 개선
B사,
율성 확보
급업체로부터 부품조달)
간 정보 공유로 협업 예측, 협업 설계 -버전 관리 불필요
EMS업체
C사,
부품업체 D사

-공급망 프로세스 효율 -주문생산(BTO)의 수준 향상 및
성 제고(재고관리, 예 2시간 단위 부품 조달 실현
측, 계획 및 실행)
전자제품
-수요와 공급, 비용, 품질 등을 고
제조기업 A사 -공장 내 재고수준 감소 려한 공급망 최적화
(일 수준→시간 수준)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응할 복
- 각 과정의 Paperless화 수의 고객 확보

회사명

<표 부록-2> 북미지역 주요기업의 SCM 도입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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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과제

SCM 전략

SCM의 활동

도입효과

-계열 위주의 판매정보 -자동차업계 공급망의 정보가시 ①BTO(Build to Order)
성 향상
관리로 정보 단절
②LTO(Locate to Order)

-수요-생산 예측 불균형 -아웃소싱 전략
①업계 컨소시엄형 e-마켓플레이스 -매장 상품 공급률 개선 및 최종소비자
· 공정과정(포장, 혼합 등) 중 선
해소
를 통한 협업
의 서비스 수준 향상
택적 아웃소싱 실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제
②공급자와의 정보공유 및 동기화 -CPFR에 대한 의구심 해소 및 소매업
품 회전율 개선과 재고 · 공동제작 아웃소싱업체를 위 ③CPFR 지원
체 신뢰 향상
감축
한 품질관리 프로세스 및 표준
-기업/조직 간 장벽 해소
준수 의무

자동차
인터넷 딜러
I사

식품제조업체
J사

-재고 부담 경감
-고객만족도 제고

-공급업체의 관리·제어 -다수의 2차 협력업체 그룹화
-고객의 글로벌화에 대 -고객과의 위험 공유
한 대응

자동차부품업
체 H사

①부품 모듈화
-인건비 절감, 작업 단순화, 재고 부담
②“Just-in-sequence”(재고부담 감소 경감에 기여
를 위해 차량 제조일정과 모듈 생
산 및 납품 동기화)
③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조달

자동차
-공급망 가시성 향상
-인터넷 기반 부서 간 협업으로 ①자동차의 인터넷 판매
-OTD 프로젝트를 통해 납기 준수율
②OTD(Order to Delivery) 도입
85%까지 상승
제조기업 G사 -정확한 납기일 예측 및 전체 공급망 가시성 향상
준수
-ATP 보증
-제조공정 단순화, 생산계획 유연화
-BTO 실천
③정보망을 이용한 기업 간 협업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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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SCM 과제

-정보가시성 향상
-공급망 동기화

-단계별 확장
(매장→DC→공급업체)

-높은 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요구 충족
-공급업체 재고관리 및
감소

-결품 방지를 통한 고객
요구 대응력 강화
-공급망 전반의 비용 절감

소매유통기업
N사

-정보가시성 향상
-공급망 동기화

SCM 전략

의류제조업체
M사

의류제조업체 -재고 감축
-재고회전율 향상
K사 및
소매업자 L사 -판촉정보 등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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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수익 증가
-고객만족도 제고
-재고 감소
-수요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계획주기 단축
-재고유지비용 감소
-고객서비스 향상

①SCP도구, i2 Trade Matrix를 이
용한 수요예측시스템의 도입
②소매업과의 협력(수요예측 협업)
③웹사이트, 팩토리아울렛을 통한
직판
①제품세분화(Co-specification)
②“Pre-distro”에 의한 DC의 효율화
③수입품 재고 통합관리(지역DC와
매장에 필요량만 배송)
④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유
⑤CPFR 도입
⑥공급업체 성과관리 도입

①L사의 공급업체 포털사이트를 활 -예측오류 비율 20% 이하로 감소
용, 배송계획/재고관리 협업
②CPFR 프로젝트(협동예측, 예외발
견 및 해결)

SCM의 활동

SCM 전략
-물류네트워크 합리화
-공급업체 관리 향상

SCM의 활동
①물류네트워크 재구조화
②공급업체와의 협력
-공급업체의 성과측정 및 평가
-지속적 개선 촉구
③업계 컨소시엄형 e마켓플레이스
선도

도입효과
(신규 물류네트워크 구축 효과)
-더 많은 제품 배송
-서비스 수준 향상
-거점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공급업체 성과관리 도입 효과)
-고객만족도 향상
-전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공급망
비용 절감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자료: 일본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2000), 뺷북미지역의 SCM 도입사례조사뺸, 참고자료 2. 주요 업계의 컨소시엄형 이마켓플레이스 요약을 수정·보완

회사명
SCM 과제
MRO 공급업체 -정보(카탈로그를 통한
O사
상품정보 제공)와 물류
(고객 상품배송)의 동
기화
-고객의 구매편의 향상
솔루션 제공

부 록 117

118

3. 유럽 기업의 SCM 도입 사례 분석
1) 도이치포스트 DHL36)
DHL그룹은 세계 최대 물류전문기업으로 PeP(우편·전자상거래·소포부문),
DHL Express, DHL Supply Chain, DHL Global Forwarding 등을 주요 사업
으로 한다.
2014년 우편사업부를 우편 및 전자상거래-소포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내 우편서비스를 담당하는 우편 부문과 글로벌 특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소포 부문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상거래·소포 부문은 아시아-태평
양지역, 미주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소포를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부문과
유럽 내 소포를 다루는 소포 부문으로 구분된다.
소포 부문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시장 전체에 걸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확대,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 및 M&A 등 SCM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독
일 내에서는 Obertshausen 메가허브를 중심으로 34개의 소포센터를 운영하
고 있으며, 2019년 개장을 목표로 Bochum에 제2허브센터를 구축하여 멀티허
브전략으로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독일내 소포센터는 2010년 33개에서 메가허브 1개를 추가하여 34개로 늘
어났으며, 각 소포센터의 처리용량 증대를 통해 하루 처리용량을 260만 개에
서 430만 개까지 확대하였다. 각 소포센터의 용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멀티허
브전략을 도입하는 이유는 단일허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배송량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택배기업의 네트
워크 변화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스트마일배송 부문에서는 독일 내 28,000개의 고객영업점, 약 3,000개의
Packstations(택배함), 약 900개의 드롭오프 포인트 외에 13,000개 이상의 제

36) Transport Intelligence(2018), Global e-commerce Logistics 2018, pp.123-133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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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픽업포인트, 11,000개 이상의 Parcelshop을 구축하는 등 물동량 증가에
따른 허브네트워크 증설과 함께 빠른 속도로 말단배송망을 확장하고 있다.

자료: Transport Intelligence(2018), Global e-commerce Logistics 2018, p.126.

<그림 부록-13> Parcel Germany 분류센터 네트워크 변화(2010년, 2016년)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국내 B2C 배송 및 반품, 국제배송 및 반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풀필먼트센터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북미,
남미 칠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전자상
거래 물류 관련 B2C 사업부를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북미지역의 공급망 혁신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독일 내 소포부문 허브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미국내 배송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북미지역을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허브배송센터를 중심으로 배송시간을 단축시
키며 물량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래에는 <그림 부록-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와 물동량이 밀집된 대도
시 지역의 풀필먼트 센터를 확충하는 다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고도화된 고객 요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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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nsport Intelligence(2018), Global e-commerce Logistics 2018, p.129.

<그림 부록-14> DHL의 장래 미국 전자상거래 공급망 계획

2) 오카도(Ocado)37)
오카도(Ocado)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영국의 대표 온라인 슈퍼마켓으
로 오프라인 매장 없이 자체브랜드 잡화, 식료품 등을 판매하며, 잡지, 미용용
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 오프라인 슈퍼마켓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
해 온·오프라인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Ocado의 물류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
되었다. 3개의 풀필먼트센터(Hatfield, Dordon, Andover)와 3개의 CFC
(Customer Fulfillment Center), 2개의 GMDC(General Merchandise
Distribution Center), 19개의 창고(Spoke)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Andover에 구축된 풀필먼트 센터는 상단픽업방식의 첨단화된 자동

37) Transport Intelligence(2018), Global e-commerce Logistics 2018, pp.109-110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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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기술을 통해 주문처리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 고객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2018년 Erith에 세 번째 풀필먼트센터를 추가 오픈하는 등 멀티허브
네트워크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오카도의 공급망 혁신은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풀필먼트 센터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단순히 거점의 수나 면적을 확대하기보다는 자동창고로봇기술
(MHE38) Solution)과의 결합을 통해 각 거점의 처리능력을 혁신적으로 제고한
다. 한편, 첨단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공급망 참여자 간의 정보공유 및 의
사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3) ASOS39)
ASOS는 영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패션몰로, 웹사이트를 통해 85,000개 이상
의 브랜드 및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남부유럽, 호주, 미국을 넘어 러시아 지역 등에서 온라
인사이트를 운영 중으로, 약 230개 국가와 지역에 패션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급격한 매출 신장으로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납품 속도 향상 및 규모 확대
를 위한 거점 네트워크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7년 독일 베를린에 ‘유로허
브 2’ 풀필먼트센터를 오픈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 전체 주문량의 95%를 처리
하고 있다. 미주지역의 경우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처에 약 9.3만 m2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설해 기존의 물류센터(오하이오)의 부족한 용량을 보완하는 등
공급망 확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간선 공급망 확대와 더불어 Click&Collect 배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라스트
마일 부문의 배송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영국 내 Click&Collect 지점을
9,0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익일배송을 위한 주문가능시간이 확대
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도 Click&Collect 지점이

38) MHE: Material Handling Equipment
39) Transport Intelligence(2018), Global e-commerce Logistics 2018, pp.105-106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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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개 추가되며 말단 네트워크에 대한 빠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을 계기로 익일배송을 위한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
하는 등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졌으며, 독일에서는 주요 도시로 이브닝데이 배
송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등 전략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일 배
송서비스인 ASOS Instant의 경우 런던에서 시작되어 영국 내 다른 도시로 확
대되고, 유럽 전역에 배송일 지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망의 고객대응 역
량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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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기업의 SCM 전략 변화와 물류네트워크 변화 사례
1.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진출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부품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자동차클러스터 방식의 SCM 구조로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생산을 위한 부품조달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개편
을 추진하기 위해 CKD40) 유통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주요 부품의 대부분을
현지 생산하던 체제에서, 국내 및 글로벌 협력사에서 제조된 부품 및 반제품을
물류협력사가 통합 구매하고, 이를 CKD 형태로 생산현장이 있는 지역으로 수
출하여, 생산공장 인근의 물류센터(Consolidation Center)를 통해 조립라인에
투입하는 체제로 SCM 전략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판매물류에도 변화가 촉발되었다. 글로벌 판매량의 상당 부
분을 국내 생산된 완성차를 전용선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
나, CKD 형태로 수출하고, 현지 조립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SCM 전략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수출네트워크 인프라도 자동차전용선과 전용부두에서 컨테이너선
과 컨테이너부두로 전환되게 된다. CKD를 활용한 SCM 혁신은 현지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 및 비용 투자 감소, 컨테이너 이용에 따른 수송비 절감, 부품
공급업체의 해외투자 리스크 감소, 현지 신제품 출시기간 단축 등, 현대-기아자
동차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내 부품공급업체로부터 해외 조립라인까지의 조달물류 전 과정을
물류전문기업인 글로비스에 아웃소싱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양사의 플랫폼 공유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40) CKD: Complete Knock-Down(이하 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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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글로비스 내부자료

<그림 부록-15> 현대-기아자동차의 CKD 기반 글로벌 SCM 구조

2. 현대글로비스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물류아웃소싱은 단순히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업무
를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물류네트워크 재구조화 등 SCM 혁신의 단계로 발전
하고 있다. 체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현대,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의 조달물류
를 지원하기 위해 진출한 현대글로비스의 동유럽 물류네트워크 혁신사례를 통
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동유럽지역 생산공장에 CKD를 납품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항만은 독일
이나 폴란드 북부의 항만을 활용하였다. 이 경우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후 서유
럽을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슬로베니아 코퍼항을 이
용한 새로운 물류경로의 개발을 통해 한국-동유럽간 해상운송경로를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만 이용을 통해 화주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현대글로비스는 코퍼항을 통해 주당 500TEU(FCL)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운송비 절감 및 수송용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기철도셔틀을 도입하였고,
긴급 물량의 경우 트럭 셔틀을 통해 리드타임을 1일 미만으로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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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글로비스 내부자료

<그림 부록-16> 현대글로비스 동유럽 SCM 변화사례(코퍼항)

3.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2000년대 초반 물류비 절감 및 매장으로의 안정적 상품 공급역
량을 갖추기 위해 물류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고, Cross Docking, VMI, 물류
집기 표준화, 상품군 관리체제 도입 등 SCM 혁신을 추진하였다.
네트워크 재구조화 측면에서 목천에 주당 최대 3백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
는 허브터미널을 신축41)하여 단일허브 기반으로 공급망 운영체계를 개편하
고, 기존 소량납품체제를 집하 및 순회방식의 공동물류시스템으로 전환하였
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VMI 기반의 재고관리, 물류집기
의 표준화, 상품군 관리체제 도입 등을 통해 재고 감소, 결품 감소, 수주관리
효율화를 달성했다. 목천 허브를 이용한 집중화 전략을 통해 공급업체-매장
간 물류비를 약 10-20% 절감42)하였으며, 점포의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통해
매출 증대, 점포의 작업 단순화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신선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별도로 분
리하여 경기 안성과 경남 함안지역에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 물
류센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매장 확대 및 온라인 주문 증가로 총 9개의 허브
를 활용하여 공급망 분리 및 멀티허브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전략을 전환하였다.
41) 전화수(2004.9.17.), ｢발표자료 삼성테스코 SCM 전략｣, p.16.
42) 전화수(2004.9.17.), ｢발표자료 삼성테스코 SCM 전략｣,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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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진(택배부문)
택배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한진은 택배서비스를 위한 공급망 전략
의 전면적 수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한진의 택배서비스 공급망의 체계는 물동
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한진은 동서울허브터
미널 등 10개의 지역허브시스템을 이용하여 허브앤스포크과 P2P 네트워크를
결합한 운영방식을 병행하여 운영 중이다.

자료: 한진 내부자료(2019.4)

<그림 부록-17> 한진택배의 공급망 구조(현재)

하지만 택배물동량이 매년 10%씩 성장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다수의 중규
모 허브를 활용한 현재의 배송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 물동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네트워크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진은 현재 운영 중인 동서울허브를 기반으로, 2023년 대전, 2028년 안산
에 2개의 메가허브를 개발하여 하루 약 3백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3-메가
허브 기반의 허브&스포크 네트워크로 전환할 계획이다.43)

43) 한진 내부자료(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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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logistics
network policy in response to Corporate SCM strategies
Sangbeom SEO ․ Seungju JEONG ․ Sangguen Kang ․ Hanyoung PARK

This research is conducted based on the premises that (1) the changes
in business strategies for supply chain management (SCM) at the
microscopic level influence the systematic and spatial structure of
production nodes and goods movement networks and (2) the national
strategies for goods movement system provision need be formulated
considering for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nodes and networks of
the freight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businesses.
Based on the close examination of changes in business strategies for
SCM, we identify that logistics businesses do change the SCM
strategies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s on the market, and in turn,
they utilize the restructuring of production and goods movement
systems as one of the primary strategies. The systematic restructuring
culminates in a macroscopic, yet domestic, reallocation of production
plants and logistics facilities, and it leads to chang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goods movement flows. Hence, considering the spatial
dynamics of logistics facilities and goods movement flows, this research
evaluates the national strategies for goods movement nod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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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dicate that, as of now, the spatial allocation of primary
goods movement nodes (logistics complexes) planned, developed, and
licens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entities has been ‘fairly efficient
and effective.’ Results also show that, compared to the current logistics
complexes, the complexes constructed and licensed in the past, allocated
and limited by the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total area of logistics
facilities/complexes per jurisdiction, has been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Both results demonstrate the control or management of goods
movement node and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s led by
government/public entities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ecuring
satisfactory levels i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owever, policy
interventions are imperative in that there are still a few logistics
complexes with unsatisfactory levels of location efficiency as well as
a few jurisdictions excluded from effective goods movement
connectivity across logistics businesses and systems. We conduct a level
of service analysis of national goods movement nodes in conjunction
with production plant networks as well as a network connectivity
analysis of logistics complexes in conjunction with national goods
movement nodes. Then, we identify key areas to improve the national
strategies for goods movement system provision and propose eight
policy intervention areas, strategies, and specific ac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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