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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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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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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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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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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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주문 풀필먼트'로 최종
물류배송 자동화 실현
참고ｌ‘I am Robotics Partners with Tompkins Robotics to Expedite Order Fulfillment’, Automation, 2021. 4. 5.
;‘Warehouse tech vendors say combined platforms can automate fulfillment’, DC Velocity, 2021. 3. 31.

개요
미국 아이엠 로보틱스社와 톰킨스 로보틱스社가 '주문 풀필먼트' 솔루션을 공동 개발
 이 솔루션은 최종 물류배송 절차를 자동화, 주문 컨테이너를 분류 과정에서 빼내 빈 주문
컨테이너로 교체하는 '티소트' 시스템 성능을 개선
 주문 풀필먼트 솔루션이 채택된 창고에서는 소형 자율이동로봇 '아틀라스'가 단시간 내 분류
작업을 완료, 물류비와 시간이 절감

주요 내용
미국 아이엠 로보틱스(IAM Robotics)社·톰킨스 로보틱스(Tompkins Robotics)社의 '주문 풀
필먼트(order fulfillment)' 솔루션으로 최종 물류배송 절차 자동화가 실현
 이 솔루션은 톰킨스 로보틱스의 기존 기술 솔루션에 '엑스체인지(xChange)' 플랫폼을 연계,
완료된 주문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분류 과정
(sortation)에서 빼내 빈 주문 컨테이너로 교체하는
'티소트(t-Sort)' 시스템 성능을 개선
 엑스체인지 구현에는 아이엠 로보틱스의 소형 자율이
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 '아틀라
스(Atlas, 이미지 참조)'가 사용
 아틀라스는 수직으로 설치된 선반과 다양한 크기의
물품 박스에 유연하게 대응, 창고 내 구역 간 자재 관리 및 운반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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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풀필먼트가 적용된 티소트 시스템에서는 제품이 모듈식 단위 및 소포로 구분·처리
 티소트는 소형 AGV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유형 분류 시스템', 일반 분류기보다 높은 수준의
유연성7)과 기동력8)으로 효율적 공간 운용을 실현
 주문 풀필먼트 솔루션이 적용된 티소트 시스템은 아틀라스들로 구성,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
로 또한 신속하게 모듈식 단위 및 소포로 구분한 뒤 처리, 기존 티소트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라는 평가

물류 기업은 주문 풀필먼트 솔루션으로 인간의 개입 없는 자동 분류 실현이 가능
 기존 표준 단위 분류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물품을 분류한
후 이들을 테이크 어웨이(Take away) 컨베이어에서 내려 주어야 할 필요
 그러나 주문 풀필먼트 솔루션 아래 티소트로 주문 물품을 직접 컨테이너에 분류해 넣으면
엑스체인지가 전체 컨테이너들을 제거하고 빈 컨테이너로 대체해 물류 배송 마지막 과정이
완전 자동화, 물류비와 시간 모두 절감
 톰 갈루조(Tom Galluzzo) 아이엠 로보틱스 CEO는 완전 자동화된 분류 및 배송 절차가 가능하
게 됐다며 주문 풀필먼트 솔루션 개발 의미를 소개
 마이크 퍼치(Mike Futch) 톰킨스 로보틱스 CEO는 혁신적 자동화 기술을 공개하게 되어 자랑
스럽다며 양사 장점을 결합해 물류 자동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
아이엠 로보틱스는 솔루션 개발에 앞서 컨베이어 통합 및 전체 혹은 빈 토트를 교환하는 '스위
프트(Swift)' 로봇의 성능을 높였으며, 신형 운송 로봇 '볼트(Bolt)'도 제작
 스위프트 로봇에는 부드러운 리프트가 장착, 고정 토트 혹은 자동 토트를 위한 통합 '모터
구동 롤러(Motor Driven Roller, MDR)'와 함께 사용 가능
 볼트는 스위프트와 토트를 교환하고 포장 및 배송 등 이행 사이클의 다음 프로세스로 전체
토트를 전달, 스위프트 솔루션의 처리량을 확대하고 기업 투자수익률(ROI)을 제고
 볼트는 운송에 활용, 스위프트는 피킹 작업만 전담
 아이엠 측은 스위트프 로봇 업그레이드와 볼트 제작 같은 혁신이 온라인 거래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의 물류 운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

7) 예컨대, 물량에 따라 처리 능력 증감과 레이아웃 변경 혹은 공간에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
8) 도입·철거 리드 타임이 짧고, 네트워크 전원 공사도 불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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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6RS, '더 브릿지' 구축 … 창고
운영 최적화 지원
참고ｌ‘6 River Systems Upgrades Robotic Fulfillment Solution’, NED, 2021. 5. ;‘6 River Systems Provides
Chuck Robots to Enable Crocs to Optimize ‘Popup’ Fulfillment Center’, Robotics 247, 2021. 6. 2.

개요
미국 6 리버 시스템스社가 차세대 풀필먼트 솔루션 '더 브릿지'를 구축
 더 브릿지는 물류 창고 현장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제어센터로 연계, 창고 운영 가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창고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 물류·
배송 풀필먼트 서비스 수준을 향상
 더 브릿지는 △서비스수준협약 준수 △내장형 운영 대시보드 지원 △예외 관리 진행 등 수행,
창고 운영이 세밀한 조정 및 제어를 통해 최적화되도록 지원

주요 내용
미국 6 리버 시스템스(6 River Systems, 6RS)社가 물류창고 현장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제
어센터로 연계하는 새로운 풀필먼트 솔루션 '더 브릿지(The Bridge)'를 구축
 더 브릿지는 물류 창고 운영에 대한 가시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는 기술 도구로, 창고 운영
현장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제어센터에 연결
 데이비드 발란스(David Vallance) 6RS社 제품 담당 이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브릿지를 개발, 창고 내 피킹로봇에서부터 시작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으로까지 풀필먼트 솔루션 기능을 확대·개선했다고 설명

더 브릿지는 창고 운영이 세밀한 조정 및 제어를 통해 최적화되도록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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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greement, SLA)9) 이행 지원 △내장형 운영 대시보드(Embedded Operational
Dashboards) 제공 △예외 관리(Exception Management) 진행 등 수행
 (SLA 이행 지원) : 주문 관리 및 주문 추적 기능을 개선, SLA 준수를 뒷받침
 (내장형 운영 대시보드 제공) : 창고 운영자가 창고 시스템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수치 및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 문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비
 (예외 관리 진행) : 주문 처리 과정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을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처리
더 브릿지는 이 외 다음 기능으로 창고 운영 가시성을 제고하고, 운영 지원 수준을 개선
<표> 더 브릿지 기능
기능
사이트 시뮬레이션
(Site Simulations)
실행 가능 통찰력
(Actionable Insights)

인바운드 도크
(Inbound Dock)
카운트 및 이동
(Count and Move)

팩아웃 최적화
(Optimized Packout)

피킹 개선
(Improved Picking)

특성
o 수요 및 서비스 수준에서의 변화 영향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으로
작업 계획 및 SLA 이행 수준을 개선, 고객 이익을 담보

o 고객 기록 시스템의 주문 정보와 6RS社의 운영 성능 데이터를 결합,
창고 운영 성과를 높이면서 지속적 개선을 실현
o 호스트 시스템 정보에 근거, 소프트웨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협력업체 업무를 지원
o 제품 수령과 검사 및 물품을 저장 공간에 옮겨 두는 '적치(putaway)'
작업 효율성을 개선
o 호스트 시스템 정보에 접근해 추적, 카운트 및 할당물 이동을 최적화

o 6RS社는 팩사이즈(Packsize)社와 제휴, 사용자 맞춤형 박스(팩아웃)
효율성을 높이고 아웃바운드 출하 비용을 절감
o 종이박스 포장 기능을 확보, 제품 크기와 무게 등에 따른 최적 발송
박스나 봉투를 사용
o 피킹 작업을 지능적으로 그룹화하는 '할당 알고리즘(allocation
algorithms)'을 실행
o 창고 내 동선을 최소화, 작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SLA를 준수하는
환경이 조성

출처 : NED, '6 River Systems Upgrades Robotic Fulfillment Solution' (저자 편집)

9)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 사이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 수준과 문제 해결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결정한 약속. 제공자는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가능하고, 요청자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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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유델브 트랜스포터, '모빌아이
드라이브 시스템' 탑재
참고ｌ‘Mobileye Drive to Power Udelv Autonomous Delivery Vehicles’, Inside Autonomous Vehicles, 2021. 4.
14. ;‘Mobileye Drive for Udelv Transporter autonomous deliveries’, Futurride, 2021. 4. 28.

개요

미국 모빌아이社가 유델브社 트랜스포터에 '모빌아이 드라이브' 시스템 공급을 확정
 모빌아이 드라이브는 △아이큐 시스템-온-칩 기반 레벨 4 컴퓨팅 센서와 소프트웨어 △도로
경험 관리 AV 매핑 솔루션 △책임 민감성 안전 모델 기반 자율정책 솔루션으로 구성, 라스트마
일과 미들마일 운송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모빌아이 드라이브가 탑재된 트랜스포터는 2028년까지 3.5만 대 이상 생산 예정

주요 내용
미국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Mobileye)가 실리콘밸리 기술업체 유델브(Udelv)社의 자율주행차
'트랜스포터(Transporter, 이미지 참조)'에 '모빌아이 드라이브'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결정
 모빌아이 드라이브는 △아이큐 시스템-온-칩
(EyeQ system-on-chip) 기반 레벨 4 컴퓨팅
센서와 소프트웨어 △도로 경험 관리(Road
Experience Management) AV 매핑 솔루션 △책
임

민감성

안전(Responsibility-Sensitive

Safety)10) 모델 기반 자율정책 솔루션으로 구성

10) 안전한 시스템 의사결정과 진정한 이중화가 특징인 인식 시스템에 바탕을 둔 '턴키 자율차량
솔루션'이라는 의미로, 카메라·레이더·라이다가 결합해 강력한 인식 기능 발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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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는 모빌아이가 모빌아이 드라이브에 대한 기술 감독과 함께 암호화키 등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실시하는 'OTA(over-the-air)' 방식으로 실시간 소프트웨어 지원을 수행하고, 유
델브는 배송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유델브 탑재 트랜스포터는 2023년부터 상업 운행이 예정, 양사는 이 차량을 오는 2028년까지
3만5,000대 이상 생산할 계획
 미국 차량 관리·리스업체 돈렌(Donlen)社는 업계 최초로 1,000대의 트랜스포터를 사전 주문
 톰 캘러핸(Tom Callahan) 돈렌 회장은 트랜스포터와 모빌아이 드라이브의 자동 배송 관리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배송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성은 높아지며 탄소 배출은 줄어들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며 주문 배경을 설명

모빌아이 드라이브가 탑재된 트랜스포터는 미들마일(middle mile)11)과 라스트마일 운송 서비스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트랜스포터는 레벨 4 자율주행 및 지점 간 이동이 가능하고, 유델브의 원격 조종 시스템은
주차장·적재 구역·아파트 단지·개인 도로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어
 모빌아이社는 상용 가능성과 확장성을 특징으로 한 풀스택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로, 모빌아이 드라이브를 통해 유델브 트랜스포터의 생산과 보급이 속도를 내고, 고객에 자율
주행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모빌아이社는 이번 공급을 통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 글로벌 '서비스형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 MaaS)' 기업이라는 미션을 향해 순항

앞서 모빌아이는 프랑스 대중교통 서비스 업체 트랜스데브 ATS(Transdev ATS)社 및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업체 로어 그룹(Lohr Group)과 자율 셔틀 서비스 시행에 착수
 3사는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로어 그룹의 '아이-크리스털(i-Cristal)' 전기 셔틀에
탑재, 트랜스데브의 유럽 모빌리티 서비스망을 시작으로 전 세계 대중교통 서비스에 통합,
대중교통 솔루션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
 아이-크리스털 셔틀은 최대 시속 50km, 최대 탑승 인원 16명으로, 트랜스데브 자율교통시스
템(Autonomous Transport System, ATS) 솔루션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망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11) 고객에게 상품을 최종 전달하는 라스트마일에 앞선 B2B 물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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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영국, 'ALKS' 기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참고ｌ‘UK government green lights ‘self-driving’ cars on motorways’, Reuters, 2021. 4. 28. ; ‘'Self-driving'
cars to be allowed on UK roads this year’, BBC, 2021. 4. 28.

개요
영국이 '자동 차선유지 시스템(ALKS)' 기반, 자율주행 장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영국 정부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선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ALKS 아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할 방침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35년까지 국내 판매 신차의 40%가 자율주행차로 이루어지
면서 최대 3.8만 개의 신규 숙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기

주요 내용
영국 정부가 '자동 차선유지 시스템(Automated Lane Keeping System, ALKS)'에 기반해 안전
한 자율주행을 장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박차
 ALKS는 고속도로 유사도로 환경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 운전자 개입 없이 차선을 안전하
게 유지·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시스템
 운전자는 ALKS가 작동하는 동안 운전대를 잡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나 ALKS에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제어권을 발휘, 개입
 이는 운전자 보조장치로만 사용되는 기존 '자동주행시스템(Automatic Driving System, ADS)'
과 구별되는 특징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ALK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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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레벨 3 자율주행 기능 형식 승인을 위한 국제 규정으로 채택
 영국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목적이
나, 미국·독일·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포석도 내포

영국 정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속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할 계획, 이르면 올해 안
가능할 전망이나 보험회사들은 사고 증가 우려를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기
 영국 정부는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시속 37마일(약 60km) 이하로 단일
차선을 운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035년까지는 국내 판매 신차의 40%가 자율주행차로 이루
어지면서 최대 3만8,000개의 신규 숙련 일자리가 창출, 또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에서 6%의 비중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
 마이크 하위스(Mike Hawes) 영국자동차산업협회(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SMMT) 회장은 정부 계획이 안전과 차량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12)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정부가 이용 가능한 기술의 '현재적 한계(current limitations)' 극복
방안이 없다고 지적, 사고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기
 이들은 또한 ALKS를 '자동(automated)' 혹은 '자율주행(self-driving)' 이라는 용어와 유사
혹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실제로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명백하게 오해하는 위험성은 테슬라와 관련된
20여 건의 충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논란

영국 정부 계획이 운전자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진 않지만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
운전자의 피로와 교통사고 피해를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
 차량과 교통 시스템이 상호 통신할 수 있는 '차량사물통신(C-V2X)'이 구현되면 도심 혼잡도
를 줄이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35년까지 410억 파운드(약
58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

12)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4.7만 건 이상의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고 3.9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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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베이징시, 무인배송 차량 코드
부여
참고ｌ 'コロナ禍で注目される無人配送車 北京市が特定エリアで3社の運営を許可', 36Kr Japan, 2021. 6. 1. ; '最前线｜
无人配送车首次“持证上岗”，京东物流、美团、新石器率先在京合规上路', 36Kr, 2021. 5. 26.

개요
베이징 시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주목받는 무인배송 차량에 대해 특정 구역 내 징둥물류 등 3사
의 운영을 허가, 무인차를 이용한 배송 시대가 도래할지 관심
 시정부는 국제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술 연차총회 '무인배송 차량 관리실시 세칙' 발표 자리에서
징둥물류와 메이투안 및 네오릭스에 자율주행 시범구역 무인배송 차량 코드를 부여
 이들 3사는 인건비 급등 속에서 무인배송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 배송에 박차, 베이징
시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에 무인차를 이용한 배송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 관심

주요 내용
중국 베이징 시정부가 제8회 국제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술 연차총회(CICV 2021)13) '무인배송
차량 관리실시 세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징둥물류(京东物流), 메이투안(美团), 네오릭스(新石
器) 3개 사에 자율주행 시범구역 무인배송 차량 코드를 부여
 이번 조치로 징둥물류 등 3사는 베이징 시정부가 지난해 4월 지정한 '고급 자율주행 시범구역'
내 무인배송 차량을 이용한 배송 사업이 가능
 그러나 특수 상황이 아닌 한 추월과 후진은 금지되고, 최고 속도도 시속 15km로 제한

13) 자동차의 스마트화와 커넥티드화를 주제로 AI 기술, 고정밀 지도· 측위 기술, 전기전자 아키
텍처 기술, 시험· 평가 기술, 기술기준· 법규 등 논의. 중국자동차공정학회, 국가스마트커넥티
드카혁신센터, 칭화대 쑤저우자동차연구원,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공동 주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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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정부는 차량 코드를 부여하는 것 이외 시범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무인배송 차량 전용
조례를 공포, 주행 규칙과 교통관리 방법 등 명문화
 조례에는 무인배송 차량 규격, 번호판 의무화, 가입 가능 차량보험 종류와 금액, 담당 기관
등에 관한 규정 포함
 무인배송 차량 규격은 하중과 주행속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합격한 기업에만 차량 코드를
부여, 주행 중인 무인배송 차량은 경차로 간주
 무인배송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현장과 원격지에 있는 본사 모두에 전담 인력이 상주해야
하며, 시범 구역 내 주행 차량은 자율주행 관리 플랫폼 등록이 의무화14)

중국 당국은 무인배송 차량에 대해 처음에는 규제 위주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인배송 차량이
주목받으면서 공공도로 시험운행과 차량 코드 부여 등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
 중국 당국은 당초 규제에 초점, 2018년 4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안부·교통운수부가 공동
으로 '스마트 커넥티드카 도로주행 테스트 관리규범(시행)'을 공표하면서 무인배송 차량의
공공도로 주행을 금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접촉형 비즈니스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라스트마일 배송에 효율
적으로 대처 가능한 무인배송 차량이 차세대 물류수단으로 부각 되면서 입장이 선회
 메이투안과 징둥 및 바이두(百度)와 알리바바 산하 물류기업 차이냐오(菜鸟)는 2020년 3월,
무인배송 차량 실용화를 위한 정책과 법· 제도 정비, 산업 육성, 규격 제정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 업계의 단합과 규제 완화를 촉구
 공동 이니셔티브 발표 1개월 후인 4월 베이징 시정부는 교외 이좡뉴타운(亦庄新城)을 중국
최초의 스마트 커넥티드카 시범 구역으로 선정, 신기술· 신제품 테스트를 장려
 중국 무인배송 산업은 징둥· 메이투안· 차이냐오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이 주도, 네오릭스
같은 스타트업, 로봇과 드론 개발 업체도 기술력을 무기로 도전
 각 업체가 경쟁하는 가운데 베이징 시정부가 무인배송 차량의 법적인 입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향후 수년 내 무인배송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신제품·신업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

14) 베이징 시정부가 자율주행 운영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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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아태 IoT 시장 성장, 교통 ·
물류 자동화가 견인
참고ｌ‘Frost & Sullivan : Smart cities to fuel APAC’s IoT market' , Business Chief, 2021. 4. 24. ;‘APAC IoT
market is expected to reach US$436.77 billion in revenue by 2026; spending on smart cities accounts
for almost one-third of the market', Canadian Manufacturing, 2021. 4. 21

“ 2020년 970억 달러 정도였던 아시아태평양 IoT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 2026년에는 무난히
4,000억 달러를 넘을 전망 ”
“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되는 교통과 물류 자동화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 부문이 IoT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IoT 원스톱 솔루션 공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관리와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라우팅 등 서비스를 확대·강화할 필요 ”

개요

아태 지역 IoT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내 무난히 4,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성장세는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 자동화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비롯되는 가운데, IoT 시스템에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가 통합된 새로운 협대역 구현
등 메가 트렌드도 아태 IoT 시장 성장을 촉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에서 데이터 분석 및 엔드 투 엔드 플랫폼에 이르는 포트폴리오
를 감안 할 때 통신사들은 IoT 원스톱 솔루션 공급업체가 될 가능성, 이들은 네트워크 관리와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라우팅 등 서비스를 확대·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

주요 내용
교통·물류 자동화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가 증가, 아시아태평양 IoT 성장에 속도
 시장 조사·분석 미국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15), 2020년 969.2억 달러였던 아태 IoT
시장 규모는 연평균 28.5% 성장, 2026년에는 4,367.7억 달러에 이를 전망
15) Frost & Sullivan, 'Mega Trends Transforming the Internet-of-Things Market in
Asia-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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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교통· 물류 자동화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 부문이 시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스마트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넘을 것으로 예상16)
<가상 싱가포르>
o 싱가포르 정부는 도시 관리 실무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D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기술을 활용, '가상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시행
o 혼잡한 지역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은 대처가 어렵지만, 가상 싱가포
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효과적인 대피 계획을 수
립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
o 가상 싱가포르에는 도로‧빌딩‧아파트‧테마파크 등 주요 시설은 물론 도로 주변에 위치
한 가로수‧육교‧공원 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물과 그에 대한 정보가 상세 수록,
교통과 물류 및 환경 등 다양한 부문 내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초석이 마련

아태 각국 정부가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IoT 솔루션 수요 증가·4G/LTE와 5G
투자 확대·IoT 센서 비용 절감·정부 지원 등이 결합 되면서 IoT 성장이 가속
 IoT 시스템에 '엣지 컴퓨팅(edge-computing)'17) 네트워크가 통합된 새로운 협대역 IoT 구현
등 메가 트렌드도 아태 IoT 시장 성장을 뒷받침
 특히 협대역 IoT 기술은 IoT 기기 보급을 촉진, 유틸리티·산업·가정의 저대역폭, 저속 연결
과 관련된 고객 요구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할 가능성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및 엔드 투 엔드 플랫폼에 이르는 포트폴
리오를 감안 할 때 통신사들은 IoT 원스톱 솔루션 공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아태
지역 IoT 시장 성장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 팬데믹
 IoT 원스톱 솔루션 공급업체로서의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라우팅
등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또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스마트 조명, 보안 및 감시, 폐기물 관리 등 작업 진행도 바람직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고객이 공통 플랫폼에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 툴을 구축하고,
단순히 컴퓨팅 기능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자동화 등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도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
 아태 지역의 IoT 시장 성장의 변수는 AI와 블록체인 및 클라우드 채택 등 혁신 기술 통합을
저해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국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전 포인트
16)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부 지출이 전체 지출의 1/3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미
17) 중앙 집중식 서버나 클라우드가 아닌 데이터가 수집· 분석되는 물리적 위치 근처에서 컴퓨팅
이 이루어지는 분산 컴퓨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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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http://lotech.koti.re.kr

신규보고서
뉴노멀 시대의 물류 디지털
전환
참고ｌ'ニューノーマル社会のDX!', MCPC, 2021. 5. 31. ; 'デジタル庁が進める「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
ション）」とは', みんなのデジタル社会, 2021. 3. 8.

“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급부상 중인 새로운 서비스는 대부분 '디지털 전환(DX)'에 초점 ”
“ 물류 분야 DX는 RFID 및 GPS 트래커를 통해 물류 가시성을 높이고, 5G·IoT·AI·AR/VR로 무인화와
원격제어를 실현하면서 작업 효율을 향상 ”

개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는 대부분 '디지털 전환(DX)'에
초점, 각 산업계에 DX 기술에 대한 기대가 확산
 이와 관련, 일본 모바일 컴퓨팅 추진 컨소시엄(Mobile Computing Promotion Consortium,
MCPC)18)은 '뉴노멀 사회의 DX!(ニューノーマル社会のDX!)' 보고서를 발간
 보고서는 ICT에 기반한 핵심 기술의 예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DX 과제와 비전 및 기술을
물류와 제조 등 각 분야별로 분석, 본 자료는 이 중 물류 분야를 소개

주요 내용
일본 모바일 컴퓨팅 추진 컨소시엄이 'IoT 기술 텍스트 제3판'(2021년 3월)과 '모바일 시스템 기
술 텍스트 제9판'(2021년 3월)을 인용, ICT에 기반한 대표적 기술로 5G 등 13개를 지목, 뉴노멀
사회 실현을 위해 이들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

18) 통신회사,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등이 연합, 모바
일 컴퓨팅 시스템의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1997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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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반 기술) 5G, IoT, AI, GPS, 화상인식,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미터, 무선주파
수인식(RFID), 확장현실(XR, VR/AR/MR), 홈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저전력 광대역
(LPW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뉴노멀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이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 가속 △물리적 거리 축소 △생인
화·효율화 등 DX 추진이 필수, 현재 상황에서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도 동시 검토할 필요
 모바일 컴퓨팅 추진 컨소시엄은 물류를 중심으로 12개 분야별19)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과제와 비전 및 기술을 논의

물류 DX는 RFID 및 GPS 트래커를 통해 물류 가시성을 높이고, 5G·IoT·AI·AR/VR 등을 통
해 무인화와 원격제어를 실현하면서 작업 효율을 향상 (아래 <그림> 참조)
 (DX 과제) 인력 부족, 숙련자의 고령화, 비대면 소비 형태로의 변화에 따른 물류량 증가
 (DX 비전) 무인 물류배송(자동배송 로봇, 트럭 군집주행), 원격작업 지원, 무인화 및 원격제어
에 적합한 공급사슬 구축, 최적 배송 경로 설정에 양자 컴퓨터 활용
 (DX 기술) 5G, IoT, RFID 리더/라이터, GPS 위치정보 추적, 각종 물류 가시화 기술 등
<그림> 물류 DX

출처 : MCPC, 'ニューノーマル社会のDX!'

19) 의료, 엔터테인먼트, 간호/간병, 교육, 소매, 스포츠/피트니스, 건설/건축, 제조, 농업, 물류, 라
이프 스타일, 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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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주요 행사 개요

최신 모빌리티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 겸
전시회

IAA Mobility
2021.9.7
~
2021.9.12

독일,
Munich

https://www.iaa.de/
en/mobility

운송 및 물류 업계 시장 동향과 신기술,
혁신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
SITL

2021.9.13
~
2021.9.15

FTR
Transportation
Conference 2021

온라인 진행

https://www.sitl.eu/
fr-fr.html

북미 지역 화물 수송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 컨퍼런스
2021.9.13
~
2021.9.17

미국,
Indianapolis

https://www.ftrconf
erence.com/

소포를 중심으로 화물 포장과 저장 및
배송, 공급사슬 동향과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 포럼

Parcel Forum 21
2021.9.14
~
2021.9.16

미국,
Washington DC

https://www.parcelf
orum.com/

물류 산업에서 이용되는 스마트 기술과
복합운송의 이동성을 조망하는 국제
컨퍼런스
Hypermotion 2021
2021.9.14
~
2021.9.16

온라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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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ypermotion
-frankfurt.messefr
ankfurt.com/frankfu
rt/e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