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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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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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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 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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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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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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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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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