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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초자동화', 물류 공급사슬
효율성 극대화
참고ｌ‘Hyperautomation To Drive Supply Chain Forward In 2021', The Logistics Point, 2021. 6. 10. ;
‘Hyper-Automation; a transition from Automation', DocDigitizer, 2021. 5. 19.

“ 물류에서 초자동화는 RPA·AI·기계학습·데이터 처리 등 기술과 결합, 공급사슬 효율성을 극대화 ”
“ 기업은 초자동화로 총운영비용 30% 절감이 가능, 물류 초자동화 구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기술 투입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개요
물류에서 '초자동화'는 RPA를 비롯, AI·기계학습·데이터 처리 등 기술과 결합돼 공급사슬 전
체 프로세스 효율성을 극대화
 초자동화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커다란 흐름, 물류 초자동화 구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이에 따른 기술 투입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
 글로벌 초자동화 시장은 2020년 4,80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6,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주요 내용
'초자동화(Hyper-Automation)'는 일반 혹은 단순 자동화 시스템에 인지 기능이 접목, 인간 및
기계를 관리·제어하는 첨단 기술
 일반 혹은 단순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의 개입을 가능한 줄인 상태에서의 자동화로 반복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초자동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및 기계를 관리·
제어하면서 공급사슬 전체 프로세스 효율성을 극대화
 초자동화는 작업자에 의한 시스템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강화, 물류
등 기업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측면 지원
19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 658호

 미국 닥디지타이저(DocDigitizer)社는 초자동화 개념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
<그림> 초자동화 개념도

물류에서 초자동화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비롯, AI와
기계학습 및 데이터 처리 등 기술과 결합돼 공급사슬 효율성을 극대화
 초자동화는 주로 석유와 제조 등 전통적 산업 부문이 대상이었으나 물류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그 적용 범위가 확대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취약성에 노출,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정상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 공간에 진입하지 못하
면서 초자동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물류에서 초자동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고 기술 투입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 RPA와 AI 등 분야의 기술 및 운영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기업은 초자동화 구현으로 총운영비용의 30% 절감이 가능, 글로벌 컨설팅 미국 가트너
(Gartner)社는 초자동화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0년 4,816억
달러에서 연평균 44% 증가, 2022년에는 5,9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13)
초자동화는 물류 기업에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지능적 자동처리 개념을 넘어 한 단계 진화된
서비스 등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예컨대, 기업이 고객에 제공하는 물류 처리 정보 서비스 기능 이상으로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면
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과정 자체를 자동화
 물류에서 초자동화는 디지털 전환 시대 커다란 흐름, 자동화에서 얻지 못한 성과를 초자동화가
어떻게 달성할지는 물류 발전을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
13) VentureBeat, 'Gartner says low-code, RPA, and AI driving growth in ‘hyper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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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국교성의 드론 활용 배송
가이드라인
참고ｌ '国交省,ドローン配送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Ver.2.0を発表', LIGARE, 2021. 6. 30. ; 'ドローンを活用した荷
物等配送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Ver.2.0', 内閣官房·国土交通省, 2021. 6.

“ 국토교통성이 드론 물류 사회 구현을 위한 드론 활용 배송 가이드라인을 발표 ”
“ 가이드라인 1부는 사회 구현편으로 △이용자 관점에서의 사업 컨셉트 구축 △검토·실시 체제 정비 △서비
스 제공 및 채산성 확보 △안전 담보 △PDCA 사이클 활용을 통한 사업 지속성 강화, 2부는 법령편으로
항공법에 의거한 안전 담보와 공공시설 등 상공 비행으로 구성 ”

개요

국토교통성이 드론 물류 사회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화물 등 배송 가이드라
인 버전 2.0'을 발표
 물류 기능 유지는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 특히 과소지역에서는 수배송
효율화를 위해 드론 활용이 시급
 국교성은 '과소지역 등에서의 드론 물류 비즈니스 모델 검토회'를 출범, 드론 물류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검토, '드론을 활용한 화물 등 배송 가이드라인 버전 2.0'을 제정
 가이드라인은 1부 사회 구현편(이용자 관점에서의 사업 컨셉트 구축, 검토·실시 체제 정비,
서비스 제공 및 채산성 확보, 안전 담보, PDCA 사이클 활용을 통한 사업 지속성 강화), 2부
법령편(항공법에 의거한 안전 담보, 공공시설 등 상공 비행)으로 구성

주요 내용
일본 국토교통성이 드론 물류에 관한 문제점·해결책·지속가능 사업 형태 등 정리, '드론을 활
용한 화물 등 배송 가이드라인 버전 2.0'을 제정, 드론 물류 사회 구현에 속도
 국교성은 2020년도 이후 드론 물류 실용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기체 도입을 지원, 전국 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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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드론 물류 실증사업이 진행
 드론 물류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그 해결책과 지속 가능한 사업
형태에 대한 검토·정리가 필요, 국교성은 외부 전문가·관련 사업자·지자체로 구성된 검토
회를 구성, '드론을 활용한 화물 등 배송 가이드라인 버전 2.0'을 제정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재검토, 개정할 예정

가이드라인은 총 2부, 1부는 사회 구현편으로 △이용자 관점에서의 사업 컨셉트 구축 △검토·
실시 체제 정비 △서비스 제공 및 채산성 확보 △안전 담보 △PDCA14) 사이클 활용을 통한 사
업 지속성 강화 등 구성
 (이용자 관점에서의 사업 컨셉트 구축) 드론 물류를 도입할 때 사업 계획자는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 드론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이용자 관점에서 언제, 어디로, 무엇을 전달할지
등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
 (검토·실시 체제 정비) 사업 컨셉트 구축 후 검토·실시 체제 정비를 위해 ① 서비스 이용자
명확화 ② 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③ 지역·공공단체, 주민 이해와 협력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④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이 요구
 (서비스 제공, 채산성 확보) 검토·실시 체제 검토 후 드론 물류 서비스 제공에 관한 ① 실제
이용에 따른 기자재 구비 ② 이착륙 장소, 비행경로 및 운항빈도 설정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④ 화물 관리·배송 ⑤ 보험 가입 ⑥ 수지 개선 방안을 검토
 (안전 담보) 드론 비행 매뉴얼 정비, 낙하 위험이 적은 장소 선정, 항공기나 다른 드론과의
충돌 예방, 응급 대처 등 서비스 안전에 만전
 (PDCA 사이클 활용을 통한 사업 지속성 강화) PDCA 사이클 활용, 사업 지속성을 강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드론 물류 서비스를 제공

2부는 법령편으로 △항공법에 의거한 안전 담보 △공공시설 등 상공 비행 △제 3자 토지 상공
비행 △주요 시설 상공의 비행금지 △전파 사용 △의약품 배송 등 구성
 2부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항측법(港則法) 및 해상교통안전법,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조례 등 법령이 소개

14) PLAN -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DO - 사업계획에 따른 드론 물류 서비스 제공,
CHECK - 서비스 이용자 의견 취합, 사업 채산성 및 안전성 확인, ACTION – 목표와 비교,
필요 시 사업계획 수정
22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