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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세대 유통· 물류의 핵심,
'컴퓨터 비전' 기술
참고ｌ‘How Computer Vision Changes Warehouse Tasks’, RedWood, 2021. 5. ;‘The Top 5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Logistics!’, Supply Chain Game Changer, 2021. 5. 28.

“ '컴퓨터 비전(CV)'은 정지화면 혹은 동영상의 내재적 의미를 AI로 신속·정확히 해석하는, 차세대 유통·
물류의 핵심 기술 ”
“ CV 기술은 서비스 품질 관리 개선, 안전사고 예방, 시설·인프라 운영 제어 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창출,
물류통제센터에서는 △재고관리 △자가학습 및 자가탐색 무인운반차 △기계영상 인식 △지능형 소팅 △
자율 배송 차량 △대화형 창고관리시스템 △검사 기능을 수행 ”

개요

'컴퓨터 비전(CV)'은 차세대 유통·물류로의 진화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
 CV 기술은 자동인식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카메라나 센서가 촬영한 정지화면 또는
동영상의 의미를 AI로 신속·정확히 해석, 유통·물류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구현
 소매 무인매장 '아마존고', 배송로봇 '스타십', 자동 화물이동 지게차 '프레이트 1500'이 대표적
활용 사례로, CV 기술은 서비스 품질 관리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인프라 운영 제어
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창출
 본 자료는 CV 기술의 특징과 효과 및 적용 사례, 향후 전망 등 논의

AI로 정지화면 · 동영상 의미 해석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CV)'은 카메라나 센서로 촬영된 정지화면 또는 동영상의 내재
적 의미를 AI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차세대 유통·물류의 핵심 기술
 CV 기술은 인간 대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기가 바코드·자기카드·무선주파수인식
(RFID)·화상 등 데이터를 수집해 판독하는 자동인식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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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신속·정확히 파악
 유통·물류 부문은 CV 기술로 화물의 상태를 인지하고, 나아가 로보틱스를 통한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화와 최적화가 구현, 진화가 촉진

AI에 기반한 CV 기술은 △서비스 품질 관리 개선 △안전사고 예방 △시설·인프라 운영 제어
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창출
 (서비스 품질 관리 개선) 일반적으로 육안 검사는 작업자의 역량과 경험에 의존, 이 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분류 등 실수가 초래될 가능성, 그러나 CV 기술은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 내지
배제하면서 서비스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
 유통·물류 기업은 서비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 CV 기술은 이를 지원
 (안전사고 예방) 유통·물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측,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산업 재해를 방지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
 개인 보호 장비 착용(헬멧, 안전 케이블, 작업복, 헤드폰) 여부 및 통제 구역 작업 진행 상황
등 파악, 작업자에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안전 작업 환경을 조성
 (시설·인프라 운영 제어 효율성 향상) 움직이는 물체와 차량, 장비 및 작업자 위치를 파악하는
등 시설과 인프라를 모니터링, 다양한 활동을 정확하게 인식·추적하면서 이에 맞도록 작업을
할당, 시설·인프라 운영 제어 효율성을 제고

물류통제센터, 지능형 소팅 · 대화형 WMS 등 활용
미국 IBM社는 AI가 유통·물류 인력이 단순·반복 작업에서 탈피, 보다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며 특히 AI 기반 CV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1)
 CV 기술은 제품 브랜드, 라벨, 로고, 가격표 등 추적에도 사용 가능
 개별 제품 혹은 SKU(Stock Keeping Unit)2) 수준에서의 '잠재적 실시간 재고관리(Potential
Real-Time Inventory Management)'를 지원할 뿐 아니라, 서류와 소포 분류 및 '팔렛트 수송
(Palletized Shipments)'3) 작업도 간소화

1) 매티아스 휘트거(Matthias Heutger) 마케팅 및 혁신 담당 수석 부사장
2) 특정 물품 재고를 관리할 때 추적이 용이하도록 사용되는 식별 관리코드
3) 수송 시간 단축을 위해 적하 작업을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적재판을 이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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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통제센터에서는 △재고관리 △자가학습 및 자가탐색 무인운반차(AGV) △기계 영상 인식
△지능형 소팅 △자율 배송 차량 △대화형 창고관리시스템(WMS) △검사(Inspection) 등 기능
수행 (이래 <그림> 참조)
<그림> 물류통제센터에서의 AI 기반 CV 기술 활용

출처 : IBM, 'AI is set to deliver big changes to the logistics industry'

CV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소매 무인매장 '아마존고(AmazonGo)', 배송로봇 '스타십
(Starship)', 자동 화물이동 지게차 '프레이트 1500(Freight 1500)' 등
 (아마존고) 일반 유통상점에서 탈피, 첨단 AI 시스템 아래 수백여 고성능 카메라 센서로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영상 정보를 자동 판독해 결제
 아마존社는 심층학습· 가상 쇼핑카트· 전자영수증 등 신기술이 집약된 아마존고에서 취합된
고객의 구매 품목, 구매 빈도, 구매 주기, 결제 금액 등 방대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온·오프라
인 쇼핑을 결합하면서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혁
 (스타십) 미국 스타십 테크놀로지스(Starship Technologies)社는 세이브마트(SaveMart)社
와 제휴, CV 기술로 보행자 주위를 인지,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 '스타
십'으로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진행
 회사 측은 스타십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배송 데이터를 수집,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프레이트 1500) 미국 페치 로보틱스(Fetch Robotics)社는 제조 및 창고 환경에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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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는 자율주행 로봇 '프레이트 1500'을 제작
 프레이트 1500은 운반 전용 로봇으로, 레이저 스캐너로 주변을 파악하면서 물품을 이동, 고객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정보를 입력하면 창고에서 해당 상품을 꺼내 박스에 넣은 뒤 포장대
로 전달, 작업자 업무 부담을 경감
 이 외 소매 플랫폼 개발 업체 프랑스 코피우스(Qopius)社와 로봇 개발 업체 핀란드 젠로보틱스
(ZenRobotics)社의 사례는 아래 <표>를 참조
<표> 코피우스社와 젠로보틱스社 사례
기업

내용
o AI 기반 CV 기술로 선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품을 추적,
소매점 운영을 개선

코피우스

o 심층학습(deep learning)과 상세 이미지 인식을 통해 브랜드·
로고· 라벨· 가격표 등 항목 특성 추출
o CV 기술을 창고에 적용, 개별 물품을 실시간 재고관리
o 폐기물 분류 전담 지능형 로봇 'ZRR2'를 개발

젠로보틱스

o ZRR2는 로봇팔에 내장된 CV 기술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 컨베이어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을 분류·
선택(시간당 4,000개 이상)
o AI 엔진은 첨단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고와 라벨 및 3D 형체를 인식하면서 택배와 우편물
등 다양한 물품을 식별

출처 : 상동(上同), (저자 편집)

단기/중기 … 정밀도 ↑, 장기 … 인간 유사 인식· 추론 기대
향후 유통·물류 CV 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교화, 사용 영역을 넓히는 가운
데, 단기/중기 및 장기의 순차적 발전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
 CV 기술이 접목된 화상센서 카메라와 연산이 가능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하드웨어와,
'패턴 처리(pattern manipulation)' 및 '기호 처리(symbolic manipulation)'의 융합이 이루어지
면서 물체 인식 정확도가 개선된 소프트웨어가 출현할 전망
 (단기/중기) 현재는 물체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나 대부분 데이터 미흡에서
비롯, 충분한 데이터 확보 시 정밀도가 높아질 것이 확실
 (장기) 인간처럼 인식·추론하는 CV 기술, 하드웨어 기능이 통합된 시스템 실현이 기대

4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http://lotech.koti.re.kr

이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
환경 조성
참고ｌ'地方創生における物流危機とその対応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経済研究所, 2021. 6. ; 'DXで挑戦する地方創
生-活用事例と未来への挑戦図-', 日立製作所, 2021. 2. 18.

“ 물류는 산업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물류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 ”
“ 물류력을 증진시키려면 △지역 물류전략 수립 △도로역 이용 △지방 도매시장 활용 △지역상사 기능 확대
△규모별, 지역별 농산품 체인 구축 △지역 물류 플랫폼 개발 △기술 활용 혁신이 요구 ”

개요

일본경제연구소가 '물류력(物流力)' 증진을 위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 물류 실태를 개관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지역 물류 정책 방향을 제언
 물류는 산업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일본경제연구소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류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농산물 중심으로 지역
물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
 연구소는 △지역 물류전략 수립 △도로역 이용 △지방 도매시장 활용 △지역상사 기능 확대
△규모별, 지역별 농산품 체인 구축 △지역 물류 플랫폼 개발 △기술 활용 혁신을 촉구

농산물 물류 실태 개관

국토교통성의 '물류 현황과 과제'(2021년 1월)에 따르면, 트럭운송 사업은 일반 산업에 비해 다
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
 첫째, 노동시간이 20% 정도 길고 둘째, 임금은 10~20% 낮으며 셋째, 노년층 비율이 높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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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34.8% vs 트럭 44.2%) 청년층 비율이 낮은(16.6% vs 10.2%) 인력 부족이 심각
 트럭 운전자 장시간 노동 요인으로는 하역장소에서의 장시간 화물 대기시간이 거론4)

식품 유통에서는 트럭을 통한 운송이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등 신선식품의 운송
측면에서는 다음 특징이 뚜렷
 첫째, 화물 적재 및 하역에 수작업이 많고 둘째, 출하량이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아 시장·물류
센터에서의 하역시간이 집중돼 대기시간이 길며 셋째, 이에 따라 운행관리가 쉽지 않고 넷째,
소량·다빈도 수송이 많으며 다섯째, 산지가 소비지에서 멀어 장거리 수송이 대부분
 신선식품은 품목에 따라 계절별·산지별 상자의 크기와 포장이 상이, 또한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콜드체인을 시행해야 하는 등 관리에도 어려움

일본은 정부 부처와 업계 단체가 중심이 되어, 트럭 운전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농산물 등 식품
유통과 관련된 합리화 대응을 추진
 후생노동성은 트럭 운전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규칙 '개선기준고시5)'를 제정
 식품 유통 합리화를 위해 팔렛트화 등 수작업 하역 경감, 집출하 거점 집약, 전환교통(Modal
Shift)에 의한 트럭 외 운송 수단 확대, 소량 수요 대응, ICT 활용, 품질·부가가치·가격
균형 재검토, 화물 대기시간 단축, 식품 손실 절감 대책도 진행
 이러한 대응은 각 지역에서 실증시험이 진행 중이만 지역 상황, 상거래 관행, 화주 기업과
운송 사업자 관계, 가격 경쟁, 비용 부담 등 난관도 많아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대화가 요구
일본경제연구소는 농산품 물류 효율화와 관련, 전문가·물류사업자·청과도매업자로부터 현 상
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아래 <표> 참조)
 이들 외부 인사는 △일본 특유의 공급사슬 △산지별 상황 △생산자 측 효율화 △팔렛트화
부진 원인 △전환교통 한계 △지방 도매시장 상황 △물류거점 정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

4) 국토교통성 '트럭운송업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2019년 12월)에 따르면, 1운행 당 화물 대
기시간은 1시간 초과가 55.1%, 2시간 초과 28.7%
5) 운전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기준(2016년 6월)으로 근로시간, 휴식시간, 운전시간, 연속 운전
시간, 잔업시간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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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농산품 물류 효율화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주요 내용

일본 특유의
공급사슬

-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일본 특유의 복잡한 공급사슬이 존재, 전 세계적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구조로 성립되어있는 곳은 프랑스와 스페인 정도

산지별 상황

- 지방 생산품 유통 상황이 지역마다 상이, 홋카이도에서는 생산자 단체가
홋카이도 전체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반면, 규슈에서는 현마다 대응이 달라
전체 효율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

생산자 측 효율화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량 다품종 생산지에서는 팔렛트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기 쉽지 않고, 운송효율이 높지 않은 상품이라도 수요는 있어
그곳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품을 운반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

팔렛트화 부진 원인

- 팔렛트화 됨으로써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은 트럭 적재량의 80% 정도,
상자당 운임가격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배송료가 인하
- 팔렛트화로 수작업 하역이 감소하나, 이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황

전환교통 한계

지방 도매시장 상황

물류거점 정비

- 철도는 화물 운송이 야간에 한정되어 운반량에 제한, 반면 해운은 시간이
걸리고 계절· 날씨에 제한을 받으며 항로가 한정되어 철도에 비해 고비용
- 전환교통의 본격 실시에는 트럭 기지 등 확보가 관건으로, 농산물 운송의 경우
당분간 트럭운송 위주로 진행될 전망
- 지방 도매시장은 트럭 운전자 부족으로 화물이 취합되지 않아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며, 이에 따라 효율화를 할 수 없는 시장은 도태될 가능성
- 도매시장 스스로 대체 기능(양판점 백야드화, 집하 생산품 가공 등) 역할을
하거나 생산자를 모아 독자 브랜드를 구축, 타 지역에 상품을 공급하는 전략 필요
- 트럭 물류 효율화를 위해 생산지 지역에서는 현·지역 단위 '스톡포인트(stock
point)'를 정비해 대규모 소비지 외곽의 스톡포인트로 운반하고, 이곳에서 소매와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대응 등 요구
* 스톡포인트 : 배송 중 임시 보관을 위한 주요 거점
- 생산자가 지방 공공단체와 협력해 물류거점을 정비하는 방안이 효율적

출처: 日本経済研究所, '地方創生における物流危機とその対応に関する調査研究' (저자 편집)

'물류력' 증진 전략 설계 · 이행 필요
일본경제연구소는 차기 종합물류시책대강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물류 과제와 대응
책 및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농산품 물류를 평가하고 '물류력(物
流力)' 증진 전략의 설계·이행을 촉구
 일본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공급사슬 안에서 식료품의 주요 운송 수단인 트럭
물류와 관련된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품을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
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개별적·구체적 대응이 진행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되는 농산품 물류 기본 방향은 각 지역이 '물류에 강한 지역',
즉 '물류력' 증진으로, 이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설계·이행해나갈 필요
물류력 증진을 위한 지역 물류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방향은 △지역 물류전략 수립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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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道の駅, 휴게소)6) 이용 △지방 도매시장 활용 △지역상사 기능 확대 △규모별, 지역별 농산
품 체인 구축 △지역 물류 플랫폼 개발 △기술 활용 혁신
 (지역 물류전략 수립) 농산품 유통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효율적 운반이 과제로, 공동 수배송,
스톡포인트 등 유통 거점 정비, 도매시장 등 디지털화·기반 정비, 물류 표준화·팔렛트화 촉진,
생산·출하·유통·판매 각 관계자와 물류업자 간 긴밀한 제휴 등 전략적 물류구상 필요
<그림> 지역 물류전략 수립

출처 : 상동(上同)

 (도로역 이용) 도로역에 물류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퍼스트마일 뿐 아니라 라스트마일에서도
효과, 하역 작업의 효율화·생력화, 설비 정비, 용지 확보 등 지역 협력체제 구축 시급
 (지방 도매시장 활용) 지방 도매시장을 보유한 지자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장 재정비를
모색하는 한편 단순한 기능 갱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물류전략을 수립, 그 안에서의
중개 등 도매시장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
 (지역상사 기능 확대) 지역상사는 지역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원활한 순환
과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 지역에서 물류 관련 관계자와의 교섭·제휴, 판로 개척, 지방 도매
시장 부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규모별, 지역별 농산품 체인 구축) 산지에 따라 물류 공급사슬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품을
민간 사업자가 보랭 트럭으로 집하장을 순회하면서 공동 출하 및 배송하는 작업이 요구
 (지역 물류 플랫폼 개발) 지역 물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류 관련 관계자 사이 제휴가
불가결, 물품을 모아 운반하고 모은 것을 나누는 구조를 재검토, 어느 정도 패턴화하기 위한
틀로서 지역 물류 플랫폼 등 기술 시스템 개발·정비가 시급
 (기술 활용 혁신) 물류기업에서는 AI와 IoT가 접목된 배송 시스템, 물류거점 로봇화 등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물류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 활용은 더욱 확대될 필요

6) 일본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연계해 설치하고 국토교통성에 등록한 휴게 편의시설. 도로이
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제공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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