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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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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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