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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마존 '속도 경영'의 이면 …
물류창고 안전 관리 논란
참고ｌ‘Amazon warehouse workers suffer serious injuries at higher rates than other firms', Washington Post,
2021. 6. 1. ;‘Meet Amazon's new robots designed to reduce warehouse injuries', Business Insider, 2021.
6. 18.

“ 미국 아마존의 물류창고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이 확산, 2020년 직원 100명당 중상은 5.9건으로 업계
평균의 2배, 열악한 근로 환경이 도마 위 ”
“ 아마존 '속도' 경영이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 속 회사 측은 3억 달러가 투입되는 '워킹웰' 프로그램을 시행,
신종 로봇 4종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나 효과에는 의구심 ”

개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미국 아마존이 물류창고 안전 관리 문제로 논란의 중심
 지난 2020년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 100명당 중상은 5.9건으로 업계 평균 2배
 직원들은 프라임 서비스 회원 2억 명에 24시간 내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작업,
아마존 '속도' 경영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
 회사 측은 3억 달러 예산이 배정된 건강 증진 '워킹웰' 프로그램에 착수, 신종 로봇 4종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
 본 자료는 아마존 속도 경영의 이면을 살펴보고 작업 환경 개선 방향을 고찰

'속도 경영' 부작용 … 2020년 중상 비율 업계 2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물류창고 직원이 경쟁업체 직원보다 다치는 비율이 2배에
근접할 정도로 부실한 안전 관리 등 작업 환경이 도마 위
 미국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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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풀타임 근로자 100명당 중상(serious injury)1)은 5.9건으로 아마존 제외 업계 평균
(3.1건)의 2배에 이르고 경쟁업체 월마트社(2.5건)보다는 2.4배
 그나마 지난해에는 다소 개선된 수치로, 2017년 6.5건, 2018년 6.9건, 2019년 7.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래 <그래프> 참조)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속도 경영'이 물류창고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아마존은 대표적 1일 배송인 프라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 2억여 회원들이 편리함을 누리는
사이 창고 직원들은 24시간 내 상품을 전달하려 쉬지 않고 작업, 특히 성탄절·사이버먼데
이·프라임데이 등 쇼핑 특수 기간에 중상이 급증
 한 직원은 회사 측이 비인간적 방식으로 업무를 모니터하고 실적 순위를 매기면서 작업 속도를
높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폭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며 강도 높게 비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 다음 5가지
원칙을 소개, 이 같은 속도 중시 경영이 작업자 업무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
 (1) 의사결정 단계 최소화 (2) 필요 정보 100%가 아닌 70%가 수집되었을 때 의사결정 (3)
공동체 합의 시 이해관계자에 약속을 제시, 동의 취득 (4) 조직 내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상급자에 보고해 해결, 토론만으로는 해결 난망
 작업 환경 문제는 거듭 제기되어 왔으며 베이조스 역시 지난 4월 주주들에 보낸 서한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속도 경영 자체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전문가들 사이에는 아마존이 창사 이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것도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2)
1) 일을 쉬거나 다른 저강도 업무로 전환해야 하는 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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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웰' 프로그램 도입, 신종 로봇 4종 배치
아마존은 부상 발생을 50% 낮추겠다며 3억 달러 이상 예산을 투입, 건강 증진 프로그램 '워킹
웰(Working Well)'에 착수하는 등 작업 환경 대책을 마련
 워킹웰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활동, 웰니스 운동,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
 아마존은 동 프로그램 아래 물류창고 직원들이 명상과 심호흡, 정신건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
면서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는 부스 '아마젠(AmaZen)'3)을 설치할 계획
 회사 측 고위 관계자는 아마젠이 정신건강 콘텐츠와 각종 명상법 등을 통해 에너지 재충전이
가능한 쌍방향 키오스크라고 설명, 그러나 SNS상에서는 회사가 노조 설립은 방해하면서 코로
나로 악화된 작업 환경과는 상관없는 처방을 내놨다며 비난과 조롱이 확산
 '마셔블(Mashable)', '테크레이다(TechRadar)', '디지털 트렌드(Digital Trends)' 등 기술 매
체들 역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

아마존은 워킹웰 예산 일부를 활용, 창고 업무 분담 '어니(Ernie)', '버트(Bert)', '스쿠터
(Scooter)', '커미트(Kermit)' 등 로봇 4종에 투입한다고 발표, 이 역시 효과는 물음표
 어니는 카트에 실어 운반한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내려 컨베이어나 작업대에 올리는 로봇으로,
직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이 같은 작업 자체가 신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
 버트는 컨테이너에 들어가 화물을 들고 나오는 로봇으로, 회사 측은 어니와 버트를 투입하면
2025년까지 20만 작업 인시(1인당 근로시간×근로자 수)당 발생한 응급처치 이상 '총기록재
해율(Total Recordable Injury Rate, TRIR)'을 50%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
 '스쿠터'는 박스형 차량을 저상 짐받이에 싣고 운반하는 견인 로봇, '커미트'는 공컨테이너
(empty container)를 일괄 반환하는 로봇으로, 어니 및 버트와 함께 바닥에 설치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따라 이동, 신형 로봇 4종은 모두 피킹 단계에 투입
 그러나 아마존이 로봇 도입 이전 시간당 100개 상품 처리를 요구했다면 도입 이후 생산성
증가를 빌미로 예컨대 400개로 확대해 업무 강도를 높여 중상 증가를 초래했다며4) 이들
로봇 투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
2) 2021년 4월 앨라배마주 베서머(Bessemer) 창고에서 노조 결성 찬반 투표가 있었으나 부결
3) 아마존(Amazon)과 불교의 선(禪, Zen) 합성어
4) 탐사 전문 매체 리빌(Reveal)誌 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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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문은 일반적으로 로봇 도입 창고에서 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보유,
주로 중간 크기 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도입될 경우 도입되지 않았을
때보다 재해가 50%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아마존은 지난 2012년 키바 시스템스(Kiva Systems)社 인수 이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류창
고에 로봇 도입을 지속 확대

자동화 기술 도입, VR 시뮬레이션 진행 등 필요
물류창고 내 중상 등 안전사고는 △자동화 기술 도입 △VR 시뮬레이션 진행 △대체연료 사용
△안전조명·센서 장착 등으로 예방 가능, 회사 측은 이를 검토할 필요
 (자동화 기술 도입) 특정 공간 내 직원과 물체를 식별·회피할 수 있는 자동화 지게차로 특히
미숙련·저숙련자가 현장에 투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
 (VR 시뮬레이션 진행)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복잡한 작업 내역을
3D로 구현하면서 실제 업무와 동일한 체험을 제공
 (대체연료 사용) 일반 지게차는 납축전지 및 LPG를 원료로 사용,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직원 건강을 위협, 그러나 수소 등 대체연료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8시간 연속
사용 가능한 수소연료 지게차를 도입한 일본 간사이공항이 대표적
 (안전조명·센서 장착) 안전조명과 센서가 장착된 지게차를 물류창고에 투입, 알람 기능으로
운전자에 위험 정보를 전달해 안전사고를 방지
<미국 컨보이(Convoy)社 사례>
o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집한 창고 데이터를 활용, 안전사고 가능성을 AI와 기
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예측, 물류기업과 공유
o 데이터는 기업별 사고 이력과 지게차 과속 등 내용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서는 사고가 16% 정도 감축
o 수집 데이터는 실시간 업데이트, 사고 발생 예측 정확도를 제고, 이는 기업
비용부담 완화로 연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 형태 변화가 가속화, 물류창고 처리 품목이
다품종·소량화되면서 급증, 중상 역시 이에 비례해 증가하면서 직원 안전이 위협받고 비용부
담도 가중, 아마존이 어떻게 작업 환경을 개선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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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2021~25년
'종합물류시책대강' 확정
참고ｌ '「総合物流施策大綱（2021年度-2025年度）」を閣議決定 ~「簡素で滑らかな物流」「担い手にやさしい
物流」「強くてしなやかな物流」の実現に向けて~ ', 国土交通省, 2021. 6. 15. ; '総合物流施策大綱（2021
年度-2025 年度）', 国土交通省, 2021. 6. 15.

“ 일본 물류는 △노동력 부족의 사회문제화 △재해 심각화·빈발화로 드러난 물류망 취약성 △국제환경
급변 △신기술 도입 등 과제에 직면 ”
“ 일본 정부는 과제 해결을 위해 ① 간소하고 원활한 물류 ② 작업자 친화적 물류 ③ 강하고 유연한 물류
실현을 목표로 2021~25년도 '종합물류시책대강'을 확정 ”

개요

일본 스가 정부가 2021~25년도 '종합물류시책대강'을 의결, 확정
 핵심은 ① 간소하고 원활한 물류 : 물류 디지털 전환 및 표준화 추진에 따른 공급사슬 전체의
철저한 최적화 ② 작업자 친화적 물류 : 노동력 부족 대책과 물류 구조 개혁 추진 ③ 강하고
유연한 물류 :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망 구축을 위한 물류시책 실현
 이를 위해 관계 부처(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가 화주·물류 사업자 등 민간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으로, 본 자료는 종합물류시책대강 내용을 소개

물류를 둘러싼 과제
일본 물류5)는 △노동력 부족의 사회문제화 △재해 심각화·빈발화로 드러난 물류망 취약성 △
국제환경 급변 △신기술 도입 등 과제에 직면
 (노동력 부족의 사회문제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산업

5) 물류산업 취업자 수 258만 명, 전체 산업의 4% 수준
5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 658호

전반의 공통 과제, 이 중에서도 물류산업을 지탱하는 트럭 운전자는 산업 평균과 비교해 노동
시간이 길고 소득이 낮은 상태가 지속, 사회문제화
 (재해 심각화·빈발화로 드러난 물류망 취약성) 코로나로 인해 철도와 공항 폐쇄 등 국민·
경제 활동 기반인 물류망의 취약성이 노출, 재해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빈도도 증가
 (국제환경 급변) 공급사슬의 글로벌화가 심화, 특히 아시아와의 역내 무역이 급증6)
 (신기술 도입) 드론과 자율주행은 민관 제휴로 실용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대응이
진행 중이고 물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사업자들의 정책 수행도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
지 전체적으로는 신기술 도입이 미진하다는 평가

물류 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 변화와 맞물리면서 첨예화·선명화 추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이커머스(EC) 시장 급성장 △뉴노멀 시대 비대면·비접촉형 물류로
의 진전 △필수 노동자로서 물류의 사회적 가치 재확인 등으로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았던
'물류의 디지털화'와 '구조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
 최근의 재해 심각화·빈발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사시에도 정상 기능하는 물류망
구축과 글로벌 공급사슬 다각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물류 해외사업 전개와 농수산물 수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녹색사회 실현을 목표로 경제·환경의 지속성을 높이는 대응도 요구

스가 정부는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2021~25년도 '종합물류시책대강(総合物流施策大綱)'을 의
결해 확정, 직접 물류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노동자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공유하면서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
 물류시책 방향은 세 가지로 ① 물류 디지털 전환(DX) 및 표준화 추진에 따른 공급사슬 전체의
철저한 최적화(간소하고 원활한 물류) ② 노동력 부족 대책과 물류 구조 개혁 추진(작업자
친화적인 물류) ③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망 구축(강하고 유연한 물류)
 앞서 발표된 2017~20년도 대강은 '강한 물류' 구축이 핵심 목표, 그러나 2021~25년도 대강은
코로나19로 기존 관습·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차세대 물류 DX 환경으로, 강한 물류 개념을
뛰어넘는 '간소하고 원활한, 작업자 친화적인, 강하고 유연한 물류' 실현이 목표

6) 2020년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액은 1999년 대비 4배 이상↑, 일본 무역 중 중국·한국·아세안
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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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 원활, 작업자 친화적, 강하고 유연한 물류 실현
2021~25년도 종합물류시책대강은 ① 간소하고 원활한 물류 ② 작업자 친화적인 물류 ③ 강하
고 유연한 물류 실현이 목표 (아래 <표> 참조)
<표>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년도) 개요

출처 : 国土交通省, '総合物流施策大綱（2021年度～2025年度） 概要'

 신기술 진전, 국제정세 급변, 코로나19 확산 등 물류 환경 변화를 감안, 사회자본 정비나
교통정책 분야 정책7)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민관 일체로 물류시책을 추진하고, 주요성과지
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에 대한 진척 관리·검증을 실시, 시책 실효성 제고

① 간소하고 원활한 물류 - 물류 DX·표준화 추진에 따른 공급사슬 전체 철저한 최적화
 (물류 디지털화 추진 강화) 오프라인 절차의 철저한 전자화, 사이버 포트 추진으로 항만 물류
생산성 향상, 데이터 기반 정비, 특수차량 통행 수속 신속화, ICT를 활용한 시책 진척 파악
 (노동력 부족이나 비대면·비접촉형 물류에 기여하는 자동화·기계화 대응 추진) 창고 등
물류시설에 로봇 도입 지원, 군집주행(대열주행)·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대응 진행
 (물류 표준화 대응 가속화) 가공식품 분야의 표준화 추진체제 정비와 주변 분야로의 전개,
업종별 물류 표준화 설정
7)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과 교통정책기본계획(각각 2021년 5월 의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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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상류 데이터 기반 등) 관련 데이터 기반 구축과 사회 구현 추진, 물류 통합 이동 서비스
(Mobility as a Service, MaaS) 시행
 (고급 물류인재 육성·확보) 물류 DX 추진 인재에 필요한 기술의 명확화, 학습 기회 제공

② 노동력 부족 대책과 물류 구조 개혁 추진 (작업자 친화적인 물류)
 (트럭 운전자 시간 외 노동 상한 규제 준수에 필요한 노동환경 정비) 상거래 관행 재검토,
표준운임 적용 등 트럭 운전자의 일하는 방식 개혁,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화물 대기시간
단축, 더블연결 트럭 활용 장려
 (내항 해운 안정적 수송 확보 대책 추진) 선원 확보·육성 및 노무 관리체제 재검토 등 일하는
방식 개혁, 선박관리업 등록제 신설 등 내항 해운의 운항·경영 효율성 제고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혁신적 대응 추진) 공동 수배송 확대·강화, 신칸센을 활용한 화객혼
재 및 공유창고 사용 장려, 재배달 감소, 배송 원활화 촉진
 (농수산물·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공동물류 등 유통거점 정비, AI·IoT에 의한 원격 상품
관리·매칭,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AGV)를 활용한 자동 운반 등 도매시장
의 자동화와 생인화 및 표준화와 팔렛트화 촉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과소지역에서의 라스트 원마일 배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화객혼재 및 공동배송 장려, 드론
물류 사회 구현, 휴게소를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시
 (새로운 노동력 확보 대책) 여성, 고령자,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정비, 물류
DX 추진에 따른 운영 정형화·표준화로 유능한 인재 확보·육성
 (물류 홍보 강화) 물류 위기 실태를 가감 없이 밝히고 지속가능한 물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③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망 구축 (강하고 유연한 물류)
 (감염증, 대규모 재해 등 유사시에도 작동하는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망 구축) 재해 발생
시의 기간적 해상교통망 기능 유지, AI로 터미널 운영을 최적화, 자율주행·군집주행(대열주
행)을 감안한 도로 정비, 각 수송모드별 수송 안전 확보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물류망 구축) 주요 물류도로 확충
등 트럭 대형화에 대응한 도로 기능 강화, 국제 항만정책 수립,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대,
물류 사업자의 해외 전개 지원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물류망 구축(탄소중립 실현 등)) 전환 교통(modal shift)
확대, 화주 연계를 통한 물류 효율성 향상, 각 수송 수단별 저탄소화·탈탄소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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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피클, 상하차 전용 물류 로봇
'딜' 공개
참고ｌ‘Pickle Robot’s Dill wants to unload ‘messy trailers', PACE Engineering Recruiters, 2021. 6. 11. ;‘MIT
Startup Pickle Launches First Cobot : Dill', Control Automation, 2021. 5. 16.

개요
미국 피클社가 25㎏ 박스를 시간당 1,800개 처리하는 상하차 물류 로봇 '딜'을 공개
 상하차는 물류창고에서 노동 강도가 높은 반면 자동화는 더딘 대표적 분야로 현장에서는
로봇이 박스가 적재된 팔렛트를 통째 옮기는 경우가 일반적, 그러나 팔렛트나 트럭에서 박스
를 일일이 꺼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이 수행
 딜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도 예방, 물류창고 자동화를 가속화

주요 내용
미국 피클 로봇(Pickle Robot)社가 상하차 전용 로봇 '딜(dill)'을 공개 (이미지 참조)
 MIT대 출신들이 창업한 기술 스타트업 피클은 독일 쿠
카(KUKA)社의 산업용 로봇팔에 레이저 반사파로 거리
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카메라 2대를 장착한 뒤
AI 학습 기능까지 설정, 딜을 개발
 딜은 로봇팔 하나로 최대 25㎏ 무게 박스를 시간당
1,800개 하역하는 작업이 가능
 박스를 집다가 오류가 발생해도 인간이 바로 잡으면 AI
로 학습,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특징8)
 이는 물류창고에 별도의 자동화 인프라 없어도 인간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의미

8) 앤드루 메이어(Andrew Meyer) 피클 로봇 CEO는 로봇을 도입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창고 공
정 자동화와 최적화에 드는 경비를 90%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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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트럭에 박스를 올리거나 내리는 상하차는 노동 강도가 높지만 자동화는 늦은 대표적 분야
로 딜이 주목받는 이유, 앞서 보스턴 다이내믹스社도 상하차 전용 로봇 '스트레치(Stretch)', 키
네마 시스템스社는 '키네마 픽(Kinema Pick)'을 개발
 창고 현장에서는 로봇이 박스가 적재된 팔렛트를 통째로 옮기나, 팔렛트나 트럭에서 박스를
하나하나 꺼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여전히 인간이 담당, 이에 따라 작업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사직하는 경우가 빈번
 딜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도 예방, 아울러 물류창고 자동화를 가속화
 스트레치는 협소한 창고 내 박스를 이동시키는 베이스와 경량 팔 및 스마트 그리퍼(smart
gripper)로 제작, 최대 50파운드(약 23kg) 무게 박스와 수축포장 케이스 등 이동
 또한 비전 기술(Vision Technology)이 접목, 다양한 종류의 박스를 정확하게 인식
 스스로 하역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물론,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해 수시로 변화하는 시설 내부
구조에 적응, 전통적 창고 자동화 시스템이 고정형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기존 창고
공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로 자동화를 촉진
 키네마 픽은 최첨단 카메라로 다양한 크기의 박스와 사물 등 인식, 적당한 힘으로 다루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
 전 세계 물류창고의 80%에 자동화 설비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 딜·스트레치·키네마
픽은 자동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며 주저하는 업체들이 주요 타깃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류업체들은 기존 인력만으
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 상하차 등 로봇 분야에 적극적 투자, 물류 로봇시장은 앞으로도 고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
 시장조사 업체 미국 리서치 앤드 마켓스(Research and Markets)社에 따르면9), 무인운반차와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 시장은 2020년 25억 달러에서 연평균 35%
성장, 2026년에는 132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물류 로봇 급성장은 전자상거래 산업이 뒷받침, 동 업체에 의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매년 20%씩 성장해 2019년 3.5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7.5조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이와 함께 소매 부문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2%에서 13%로 확대,
오는 2026년에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

9) Research and Markets, 'AGV and AMR Market for Logistics, Manufacturing, Healthcare,
Disinfection, Retail, Security, Agriculture, Hospital, Indoor and Outdoor Delivery, Cleaning,
Tele-operation - Forecast to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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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DJI,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올인원 드론 솔루션 개발
참고ｌ‘DJI MATRICE 300 RTK PHOTOGRAMMETRY COMBO', Ferntech, 2021. 6. ;‘Are you ready to add the
Matrice 300 RTK to your fleet?', COPTRZ, 2021. 6.

개요
중국 DJI社가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카메라가 탑재된 올인원 드론 솔루션을 개발
 이 솔루션은 정밀 항공 점검 작업과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된 기업용 스마트 드론 플랫폼
 솔루션은 '매트리스 300 RTK' 드론과 하이브리드 카메라 '젠뮤즈 H20' 시리즈로 구성, 산간
등 격오지 물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전망

주요 내용
중국 기술업체 DJI(Da Jiang Innovation, 大疆创新科技有限公司)社가 최첨단 '매트리스 300
RTK(M300 RTK)' 드론에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카메라 '젠뮤즈 H20(Zenmuse H20)'가 결합된
올인원 드론 솔루션을 개발 (이미지 참조)
 이 솔루션은 기업 전용 스마트 드론 플랫폼
 솔루션은 '스마트 핀 앤드 트랙(Smart Pin & Track)'
및 '스마트 점검(Smart Inspection)' 기능을 제공, 정밀
항공 점검 작업과 데이터 수집에 최적화
 (스마트 핀 앤드 트랙) 먼 거리에 있는 대상의 움직임을
동기화하면서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추적
 'DJI 플라이트허브(FlightHub)' 앱을 통해 지상 팀에게
정확한 위치 등 데이터를 전송
 (스마트 점검) 송전선, 철도, 석유와 가스 점검 등 일상적 데이터 수집 업무를 최적화하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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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동화 정확도 개선을 위해 AI로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취합
 '고해상도 격자선 사진' 모드에서는 대상을 맞춤형 그리드로 지정, 상세한 이미지를 한 컷으로
촬영한 뒤. 보다 세부적으로 이미지를 점검

M300 RTK에는 DJI 제품 최초로 첨단 항공 및 AI 기능, 6방향 감지 및 포지셔닝 시스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상태 관리 시스템, 55분 비행시간이 모두 적용,
또한 외관은 AES-256 암호화 및 생활방수 IP45 등급10)을 취득
 M300 RTK에는 신형 '오큐싱크 엔터프라이즈(OcuSync Enterprise)' 전송 시스템이 도입,
15km 내에서 트리플 채널로 1080p 영상 전송이 가능
 최대 3개 페이로드를 동시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 2.7kg 물품도 이동
 M300 RTK에는 일반 항공기에 장착되는 '주비행 표시 계기(Primary Flight Display, PFD)'가
탑재, '고급 이중 조정 모드(Advanced Dual Pilot Mode, ADPD)'가 적용
 PFD는 고도와 속도 등 기존의 원격 측정 데이터 외에도 장애물 데이터를 제공해 비행 중
주변 장애물을 시각화, 이에 따라 드론 운영자는 기체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향상된 상황
인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비행 궤도 조정 가능
 ADPD는 다중 조정 제어 프로토콜로, 비행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유연한 업무 수행을 지원

젠뮤즈 H20 시리즈는 DJI의 첫 하이브리드 멀티 센서 솔루션으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효율적 시간 관리가 요구되고 여러 유형의 시각 자료를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공공 안전 분야
사용자 필요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전송
 젠뮤즈 H20 시리즈는 H20과 H20T 두 가지로 출시
 (H20) 20MP, 23배 하이브리드 광학 줌 카메라, 12MP 광각 카메라, 1200m 범위 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포함한 트리플 센서 장착
 (H20T) H20 트리플 센서에 640 x 512 무선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한 쿼드 센서로, 30fps
동영상 해상도의 열감지 기능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물체도 확인 가능
 DJI의 첨단 올인원 드론 솔루션은 산간 등 격오지 물류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인 가운데,
DJI 측은 공공 안전·법 집행·측량 및 매핑·중요 기반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작업 데이터를 분석, 산업용 UAV 솔루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10) 어떠한 방향에서 물이 튀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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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일본통운 · NEC, 물류 DX
협업
참고ｌ '日通／NECとDXによる価値共創に向けた業務提携契約を締結', LNEWS, 2021. 6. 21. ; '日本通運とNEC、DX
による価値共創に向けた業務提携契約を締結 : 事業を通した社会課題解決への新たな取り組みを開始',
NEC, 2021. 6. 21.

개요

일본통운과 NEC가 물류 디지털 전환에 협업하기로 합의
 양사는 일본통운의 글로벌 물류망과 물류 노하우, NEC의 IoT·AI·로봇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물류 고도화·효율화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단기 목표로 IoT·AI를 활용한 창고 운영의 효율화·생력화·무인화, 중장기 목표
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안전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을 설정

주요 내용
일본통운과 NEC(일본전기)가 한층 강화되는 물류 고도화·효율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물류
디지털 전환(DX)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아래 <표> 참조)
 물류업계는 저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 일하는 방식 개선과 공급사슬
다각화·디지털화 등 문제 해결이 시급
 환경 측면에서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 탈탄소 사회 실현을 내세움에 따라 기업은
CO2 배출 감축 대책 마련에 큰 압박감
 일본통운과 NEC는 지난 2013년 글로벌 물류 서비스 사업 강화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 닛츠
NEC 로지스틱스를 운영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구축, 이번에 경제적·사회적으로 한층 강화된
물류 고도화 및 효율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
 양사는 일본통운의 글로벌 물류망과 물류 노하우, NEC의 IoT·AI·로봇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물류 고도화·효율화 요구에 부응,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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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X 업무 제휴 개요

출처 : NEC, '日本通運とNEC、DXによる価値共創に向けた業務提携契約を締結'

양사는 단기적으로는 IoT·AI를 활용한 창고 운영의 효율화와 생력화 및 무인화, 중장기적으로
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을 목표로 설정
 (단기 목표) IoT·AI를 활용한 창고 운영의 효율화, 생력화, 무인화
 IoT로 창고 현장의 물류 흐름을 데이터화한 뒤 AI로 작업자의 노하우·암묵지를 디지털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물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 뒤 인원 배치를 최적화, 중점 산업 영역인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공급사슬로의 전개도 검토
 (중장기 목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제고 및 신사업 추진
 AI와 원격조작 로봇을 활용, '작업자가 거리에 제한받지 않는 업무 환경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
는 등 신사업을 구상, 진행
 인력이 부족한 산업,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지역과 원격지 등 인력에 의한 작업이
여의치 않은 장소에는 AI와 원격조작 로봇을 도입해 작업 안전성을 제고
 이를 위해 양사는 창고 작업의 원격조작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로봇 인재 육성, 동작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창고 운영 노하우를 지속 축적할 계획
 아울러 '물류에서의 CO2 배출 가시화·감축'도 자사뿐 아니라 파트너와 고객 기업 등 공급사슬
전체로 확대, 사회의 환경부하 저감 활동으로 연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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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유럽, 2024년 상업용 'UAM'
운항 전망
참고ｌ‘EASA 1st study on acceptance of Urban Air Mobility in the European Union', Reddit, 2021. 6. 8. ; ‘Urban
Air Mobility ready for take off', NewsIn24, 2021. 6. 25.

개요
유럽에서 이르면 2024년, 인구 밀집 지역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여객·화물 운송 수단인 '도
심항공교통(UAM)'의 상업용 운항이 가능할 전망
 유럽항공안전청은 수직 이착륙 기준과 기체 표준을 제시하고, 조종사 인증 관련 규정을 준비
 각 회원국에는 UAM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운송 방안 마련과 UAM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 정비를 촉구

주요 내용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이 오는 2024년이나 2025년 '도심
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상업용 운항을 허용할 것으로 관측
 UAM은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도심 등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인간이나 화
물을 이동시키는 드론형 비행체(이미지 참조)
 2차원 공간 모빌리티의 한계를 극복, 3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
 활주로 필요없이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
하면 운항 가능, 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고 원격지
접근성이 확대
 EASA는 일단 택배 등 소형 화물 운송에 UAM을 승인하고 여객 운송은 그 뒤에 할 것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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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이미 일부 스타트업들은 UAM 운항 승인을 신청
 EASA는 UAM이 오는 2030년까지 역내 9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42억 유로(글로벌 점유
율 31%)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

EASA가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역내 6개 주요 도시 4,000여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UAM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도입이 적합한 분야로는 긴급 의료 운송, 적합지 않은 분야는 관광과 비즈니스 여행
 UAM 도입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는 안전성 여부와 테러 및 범죄 이용 등 보안, 야생 조류
피해, 소음 및 시각 공해 등 거론
 UAM에는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비행 기술이 도입, 수요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파악

EASA는 수직 이착륙 기준과 기체 표준을 제시하고 조종사 인증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도 신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 기업체의 UAM 경쟁도 본격화
 EASA는 유럽민간항공장비기구(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UROCAE)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속도감 있게 대응토록 하면서, 각 회원국에 새로운 형태의
운송 방안 마련과 UAM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게 법·제도 등 정비를 촉구
 패트릭 카이(Patrick Ky) EASA 청장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을 비롯해 주요국 항공 당국과 정책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힌 뒤 도심 상공 운항에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 충족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은 백악관과 FAA 및 항공우주국(NASA), 산업표준화기구 및 유관 단체가 합동으로 UAM
인증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럽에 비해
UAM 인증 체계 구축이 뒤져 있다는 평가
 각 기업체의 UAM 경쟁도 본격화, 일본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 조비 애비에이션(Joby
Aviation)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수직 이착륙 및 전동화 기술을 확보, 미국 GM은 2021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UAM 사업 공식화를 선언
 전문가들은 UAM 시장에 절대적인 강국이나 선두 기업이 없어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을 진단
 전 세계적으로 도심 교통 상황은 악화일로, 첨단 기술을 장착한 UAM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

16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http://lotech.koti.re.kr

정책동향
일본 국토교통 기술 정책 추진
방안과 방향성
참고ｌ '分散型の新しい国の形や地球温暖化対策の強化等、今後の国土交通技術行政の方向性を提示', 国土交通省, 2021.
6. 9. ; '国土交通技術行政の基本政策懇談会 サードステージとりまとめ', 社会資本整備審議会・交通政策審議
会技術分科会技術部会, 2021. 6.

개요
일본 '국토교통기술행정 기본정책 간담회'가 국교성의 기술 정책 추진 방안(횡단적 과제)과 기술
정책 방향성(5대 주제)을 논의
 큰 틀은 '새로운 분산형 국가 형태'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
 기술 정책 주제는 ①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② 도시·지역 관리 전략 ③ 물류·국제
게이트웨이 ④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⑤ 탄소중립
 물류·국제 게이트웨이 관련, 정책 방향(효율성과 대체성을 갖춘 공급사슬 구축, 물류 DX
추진, 국제 게이트웨이 강화)을 분석하고, 구체적 시책(화주와 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대기장소·대기정보 가시화를 통한 유관 서비스 개발 등)을 제안

주요 내용
일본 '국토교통기술행정 기본정책 간담회11)'가 '새로운 분산형 국가 형태'와 2050년 탄소중립 실
현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라는 큰 틀 아래 국교성의 기술 정책 추진 방안(횡단적 과제)
과 기술 정책 방향성(5대 주제)에 대해 논의
 (기술 정책 추진 방안, 횡단적 과제) '새로운 분산형 국가 형태'를 위한 국토교통 기술 정책
전개, 공통 기술의 진화·심화·전환, 사회자본정비 평가 시스템 구축

11) 국토교통성이 기술 정책 추진 가속화를 위해 2018년 6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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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정책 방향성, 5대 주제)
①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 모빌리티 안전성, 사회 수용성, 데이터 거버넌스12) 확보
② 도시·지역 관리 전략 : 스마트시티·스마트로컬 추진, 녹색 인프라 가치 창출
③ 물류·국제 게이트웨이 : 효율성·대체성 지닌 공급사슬 구축, 국제 게이트웨이 강화
④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 품질과 관리력을 감안한 사회자본 정비,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 및 정책 체계 재검토, 연계협력 강화, 효율성에만 근거하지 않는 사업평가
⑤ 탄소중립 : 도시·지역 정책 관점에서의 사회 구조전환, 요소기술과 연계협력 중시

기술 정책 방향성 5대 주제 중 특히 세 번째 물류·국제 게이트웨이와 관련해 현황과 과제, 정
책 방향, 시책 등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표> 물류·국제 게이트웨이의 현황과 과제, 정책 방향 및 시책
구분

주요 내용
o 택배 시스템은 노동력 부족, 취급량 급증으로 붕괴 우려

현황과 과제

o 물류 DX 형태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
o 해상과 육상 수송 규격이 상이, 원활한 물류흐름 저해
o 철도화물의 디지털화, 물리적 선로용량 확충 시급
o 효율성과 대체성을 갖춘 공급사슬 구축
- 철저한 물류 표준화· 공통화 추진
- 효율성· 대체성 있는 유연한 물류 시스템 구축
o 물류 DX 진행

정책 방향

- 차세대 물류 플랫폼 '서플라이웹(SupplyWeb)' 활용
- 10년 앞을 내다본 자동운항선, 자율주행트럭 등 단계적 추진
o 국제 게이트웨이 강화
- 국제 게이트웨이는 신산업 창출, 외국과의 교류 촉진에 기여
- 도시환경 형성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 육상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구조규격 검토
o 화주와 스타트업 매칭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시책(제안)

o 대기장소· 대기정보 가시화를 통한 유관 서비스 개발
o 미래 교통 시스템을 감안한 구조규격 검토
o 수송기관을 종합 고려해 운전자 부족, CO2 감축 등 대응 진행

출처 : 社会資本整備審議会・交通政策審議会技術分科会技術部会, '国土交通技術行政の基本政策懇談会サードス
テージとりまとめ 概要'

12) Data Governance. 데이터의 가용성·유용성·통합성·보안성을 관리하는 정책과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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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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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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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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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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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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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행사동향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http://lotech.koti.re.kr

행사명

FTR
Transportation
Conference 2021

주요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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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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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 이동성을 조망하는 국제
컨퍼런스
Hypermotion 2021
2021.9.14
~
2021.9.16

온라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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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공급사슬 동향과 솔루션을
논의하면서 통찰력을 찾는 국제
컨퍼런스 겸 전시회
CSCMP 2021
2021.9.19
~
2021.9.22

China International
Logistics and
Supply Fair

미국,
Atlanta

https://www.cscmp
edge.org/website/1
7937/

중국 셴젠물류공급사슬관리협회가
주관하고 셴젠 시정부가 후원하는 국제
물류·공급사슬 박람회
2021.9.23
~
2021.9.25

중국,
Shenz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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