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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세대 물류 핵심 동력
'이커머스 풀필먼트'
참고ｌ'How technology is leveling the e-commerce fulfillment playing field for retailers and brands',
IT ProPortal, 2021. 9. 9. ; 'Ecommerce Fulfillment Services (Sep 2021) : The Best Order Fulfillment
Companies', Ecommerce Platforms, 2021. 9. 15.

“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기업 '공급' 측면에서 탈피, 소량·다품
종·다빈도 상품의 맞춤형 배송 등 고객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차세대 물류의 핵심 동력 ”
“ 이커머스 풀필먼트에는 △IT 기반 창고관리시스템 △맞춤형 물류 서비스 △이커머스 산업에 최적
화된 물류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가운데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유통 공룡들의 샅바싸움이 치열 ”

개요

'풀필먼트', 특히 '이커머스 풀필먼트'는 차세대 물류의 핵심 성장 동력
 지금까지 풀필먼트 서비스는 운송 시간과 비용 절감 등 기업 '공급' 측면에 초점, 트럭에 상품을
대량 적재한 뒤 창고나 매장에 정기 공급하는 방식
 그러나 AI와 IoT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류 패러다임이 변화, 소량· 다품종· 다빈도
상품을 맞춤형으로 신속 정확히 배송해 시장을 장악하는 고객 '수요' 측면으로 이동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유통 공룡들은 택배 네트워크와 물류창고 거점을 통합하는 등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 쇼피파이· 쉽스테이션· 쉽먼트 등 기술업체들도 도전장
 본 자료는 물류 이커머스 풀필먼트 구조와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탐색

시공간적 제약 극복
'풀필먼트', 특히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이커머스 물류센터는 기존 유통업에서의 재고 보관을 넘어, 기업(생산자)과 고객(소비자)
사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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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오프라인 물류는 운송 시간과 비용 절감 등 기업 '공급' 측면에 초점, 대형트럭에 대량
주문 상품을 적재하고 매장에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상품 입고 → 종류별 분류· 보관
→ 주문 접수 → 상품 위치 검색 및 픽업 → 포장 → 출하/배송 순으로 절차가 진행
 그러나 이제 온라인 물류에서는 불특정 지역 고객에 소량의 다품종· 다빈도 상품을 맞춤형으로
신속 정확하게 배송하는 등 고객 '수요' 측면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AI· IoT 등 첨단기술 발달로
인한 물류 패러다임 변화는 이 같은 이동을 뒷받침

이커머스 풀필먼트는 단순 창고 개념이 아닌 첨단기술을 활용해 상품 입고에서부터 포장
과 출하/배송에 이르기까지 전체 물류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로, 물류기업에 생산
성 증가와 비용 절감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 (아래 <그림> 참조)
 전통적 오프라인 물류는 대형 화주의 소품종
상품을 대량 보관한 뒤 판매처에 대규모로 운송
하는 B2B 형태
 반면 이커머스 풀필먼트는 전용 플랫폼에서 판
매되는 소량 다품종 상품을 산발적으로 발생하
는 주문에 맞춰 고객에 배송하는 B2C 형태
 이커머스 풀필먼트를 이용하면 창고 내 안정적
재고 관리와 규격화된 프로세스로 배송 품질의
일관성이 유지
 또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사용
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고정비의 변동
비화도 가능
 결국 서비스 이용 기업은 상품 개발이나 판매
혹은 마케팅 등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점유율 향상으로 연계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창출
 이 같은 이커머스 풀필먼트에는 IT 기반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 맞춤형 물류 서비스, 이커머스 산업에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가 요구
 '드랍쉬핑(DropShipping)'은 도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 소매업자가 상품을 미리 사입
(仕入)1)해 재고로 축적할 이유도 창고도 없다는 점에서 이커머스 풀필먼트와 차이
 제 3자 물류(3PL)에 의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사슬이 마비되는 위기를 경험했던 소규모
1) 상품을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로 '매입'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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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은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 MFC)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대해 미국 타깃(Target)社는 데이터 과학/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캐나다 아타보틱스
(Attabotics)社는 수직형, 이스라엘 커먼센스 로보틱스(ComnonSense Robotics)社는 지하
공간 등 다양한 모델로 이들의 MFC 구축을 지원, 이커머스 풀필먼트가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
<타깃社 사례>
o 타깃은 물리적 설비에 의존하는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 과학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기술 알고리즘을 개발, MFC 완전 자동화를 진행
o 유통업체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특성 상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
o 타깃은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과학/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고객 마케팅은 물론 재
고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신경망 등 최신 데이터 과학 솔루션으로 특히 수요 예
측 알고리즘을 정교화
o 타깃은 뉴저지 MFC 센터에서 시험적으로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 재고가 40%나 감축되는 성과
를 도출

IT 기반 창고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연동
이커머스 풀필먼트 기업의 구비 조건으로는 △IT 기반 WMS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물류 서비스 △이커머스 산업에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가 거론
 (IT 기반 WMS) 이커머스 판매자들은 인터넷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고객도 인터넷에서 주문·
반품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데이터들의 연동이 필수, IT 기반 WMS가 요구
 (맞춤형 물류 서비스) 인터넷에서 고객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소규모로 자주 주문하는
경향, 이들의 까다로운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는 상품 특성별 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관건
 (이커머스 산업 최적화 물류 프로세스) 인터넷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출고, 배송 및 반품
처리에까지 모든 프로세스는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태로 이커머스에 최적화될 필요

그러나 고객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멀티채널 유통의 등장으로 인해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 특히 다음 요인들이 저해
 (재고 관리 어려움) 이커머스 확대로 창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작업자가 주문 상품을 찾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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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상품 배치를 고객 수요에 맞게 전환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수요 변화에 대응해 그때그때 바꾸는 데는 한계
 (투자 부담) 이커머스에 적합한 유통 과정을 구축하려면 첨단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
 (배송 속도 단축) 고객은 보다 빠른 배송을 기대하나 고도화된 공급사슬을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 주문 수령 즉시 배송에는 현실적 어려움
 (도시화 진전) 유통은 교통변화에 민감, 급속한 도시화에 수반되는 교통체증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 등 정책은 성공적 풀필먼트에 부정적 영향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를 비롯, 글로벌 유통 공룡들은 택배 네트워크와 물류창고
거점을 통합하는 등 이커머스 풀필먼트 시장 장악을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
 기존의 전통적 물류와 달리 이커머스 풀필먼트에는 24시간 내내 운영되면서도 고객 서비스
시간을 최소화하는 속도 중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이 심화
 지금까지는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보관 및 포장하고 발송하는 기능과 고객 거주지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운영, 그러나 서비스 품질이 관건인 이커머스에서는 택배 네트워크
와 물류창고 거점을 통합해 속도를 단축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
 유통 공룡들은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규모 투자, 언제 어디서든 주문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
 촘촘하게 연결된 배송 네트워크와 복잡한 고객 요청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물류창고 거점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한 기업은 차세대 물류시장 선점에 유리
 미국의 쇼피파이(Shopify), 쉽스테이션(ShipStation), 쉽먼트(Shipment) 등 스타트업들도
기술력을 무기로 이커머스 풀필먼트 서비스 경쟁에 가세
미래 이커머스 시장은 자체 풀필먼트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과 대규모 네트워크를 확보하
고 있는 기업간 양보없는 경쟁으로 진화가 가속화될 전망
 비대면 물류가 확산되면서 이커머스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 이커머스 풀필먼트는
고객 배송 니즈가 전통적인 택배 방식에서 당일· 지정시간· 2시간 내 배송 등으로 다채로워짐
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
 이는 자체 풀필먼트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과 대규모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유, 차세대 물류의 핵심 동력인 이커머스 풀필먼트의 성공적 이행에는
급변하는 고객 수요에 부합되는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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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API를 활용한 물류 디지털
전환
참고ｌ'DXを加速させるAPIとは何者か？', 日通総合研究所, 2021. 9. 13. ; '関通／倉庫管理システム「クラウ
ドトーマスPro」で独自API公開', LNEWS, 2021. 8. 20.

“ 물류업계에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 현장
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결과 생산성 제고를 로봇형 무인운반차를 도입·활용하는 곳이 증가 ”
“ ZMP社의 물류로봇 '캐리로'의 경우 외부 API에 연계, 원격조종 기능이 탑재된 뒤 첨단 창고관리시
스템을 통해 주행과 정지 및 경로 변경 등 전자동화를 실현 ”

개요
일본 물류업계에 로봇관리·판매(배송)관리·작업관리 등 관리 측면에서 '응용 프로그래
밍 인터페이스(API)'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
 대표적 사례로는 △물류로봇 '캐리로'의 API 연계 △야마토운수 '배송'· 프리마 '경매' 시스템의
API 연계 △작업 시간 계측 IoT 솔루션 '로지탄'의 API 연계 등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형 무인운반차를 도입·
활용하는 곳이 증가, 특히 운반용 손수레의 진화된 형태인 ZMP社의 '캐리로'가 큰 인기
 본 자료는 일본 물류업계의 API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

기술 시스템 활용, 정보 취득 · 제공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는 타사 또는
자사의 여러 개별 기술 시스템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거나 반대로 외부에 정
보를 제공하는 프로토콜 세트로,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
 최근 API 대세는 월드와이드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 전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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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식으로, 자원을 정의하고 자원에 대한 주소 지정 방법 전반을 지시하는 '레스트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ST) API'
 레스트 API는 여러 웹 API 가운데 'REST' 규칙에 입각한 API로, 웹 API라면 일반적으로
레스트 API를 의미, 레스트 API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
 웹 API의 특징은 첫째,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고 둘째, HTTP를 사용하며 셋째, 통합 자원
식별자(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2)를 지정한다는 것 등
 데이터를 저장·전달하는 형식은 예전에는 태그로 데이터를 식별하는 XML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제이슨(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이라는 경량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교환
용 포맷이 주류

API의 기본 구성은 비교적 단순, 우편번호와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API의 경우 '이용자
요청(Request)'과 '제공자 응답(Response)' 두 가지
 요청 세부 항목은 '무엇을 하는가?3)', '어디에 접속하는가?', '어떤 조건을 지정하는가?' 등
크게 3가지로, 문자열을 HTTP 송신(요청)하면, 제이슨 형식으로 주소정보가 전달(응답)
 웹 시스템에 우편번호 입력 시 주소가 자동 입력, 이 API를 사용하면 우편번호와 주소정보
데이터를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 API 사용자에 편리

물류업계 API 연계 사례
(물류로봇 '캐리로'의 API 연계) ZMP社의 물류로봇 '캐리로(CarriRo)'는 운반용 손수레
(台車)의 진화된 형태로, 지난 3월부터 외부 API와 연계 (<그림 1> 참조)
 이전까지는 작업자가 버튼을 조작하거나 바닥에 부착된 마크를 읽어 캐리로를 제어했으나,
로봇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로보하이(ROBO-HI)'를 통한 외부 연계 API와 원격조종 기능이
캐리로에 탑재, 주행· 정지· 경로 변경 등 지시가 전달되면서 전자동화가 실현
 이와 함께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이나 GTP(Goods to Person)형
로봇과 창고관리시스템(WMS) 패키지가 API로 연동되는 추세여서 캐리로의 성능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

2) URL과 마찬가지로 리소스 식별 방법은 알려주나 URL과 달리 해당 리소스를 찾는 방법은 제
시하지 않는, URL의 상위 집합개념
3) 여기서 무엇은 데이터 '취득', '등록', '갱신', '삭제'의 4가지를 의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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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류로봇 '캐리로'의 API 연계

출처 : 日通総合研究所, 'DXを加速させるAPIとは何者か？'

(야마토운수 '배송'·프리마4) '경매' API 연계) 야마토운수 '배송' 시스템과 프리마 '경매'
시스템이 직접 API로 연계,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심거래를 구현
 안심거래 기능은 중고거래 앱인 메루카리(Mercari)와 라쿠마(Rakuma) 확대를 가져온 주요
배경, 현재는 야후옥션에서도 API를 사용한 익명거래가 가능
 야마토운수 '배송' 시스템과 프리마 '경매' 시스템은 배달 정보와 물품 상태 정보를 API로
연계, 소비자들은 구매 물품이 언제 출하·도착되는지 전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앱에서
상시 확인 가능, 야마토운수 배송 시스템 API 연계는 <그림 2>를 참조
<그림 2> 야마토운수 배송 시스템 API 연계

출처 : 상동(上同)

(작업 시간 계측 IoT 솔루션 '로지탄'의 API 연계) 닛츠종합연구소가 개발한 IoT 솔루션
'로지탄(Logitan)'의 API 연계로 현장 작업을 시각화·디지털화 (<그림 3> 참조)5)
4) 온라인상에서 벼룩시장(Flea Market)처럼 개인 간 물품을 사고파는 스마트폰 앱
5) 로지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기반으로 작업 공정별 걸음 수와 작업 시간을 계측, 일일 업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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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API로 취득한 작업자별· 작업별 작업 시간과 WMS로 확인한 작업 실적(작업별 연 작업시간,
전체 작업인원 등)을 비교해 생산성을 파악하고, 인원 과부족 여부를 판단한 뒤 재배치
 또한 파견업체가 송신하는 데이터와 로지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파견업체가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인사 및 근태 시스템을 연계해 항상 최신 작업자 정보를 유지
<그림 3> '로지탄'의 API 연계

출처 : 상동(上同)

끊김 없는 물류 실현, 가치 창출 서비스 기대
일본 물류업계에 로봇관리·판매(배송)관리·작업관리 등 관리 측면에서 API 활용을 통
한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진행,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기존 기술 시스템만으로는
어려웠던 새로운 가치 창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
 디지털 전환의 진전으로 각 사 판매관리 시스템에 API를 연동· 적용함으로써 끊김 없는 빠른
물류가 실현, 창고 작업도 로봇과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AGV) 등 자동화
기기 도입이 진행되면서 고도화가 이루어질 전망
 이는 곧 물류혁신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 검토 시 'API를 통해 뛰어난 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

파악은 물론 검증 작업도 가능하고 비용 부담도 낮아 작업자 10명 정도 소규모 창고에서부터
1,000여명 대형 창고에 이르기까지 사용이 확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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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틱 리서치, '오프로드'
군집주행 시스템 추진
참고ｌ‘Robotic Research and FPInnovations partner to develop resource road truck platooning
technology', Robotic Process Automation, 2021. 8. 3. ;‘NFI and Robotic Research to bring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to North American transit agencies', Green Car Congress, 2021.
8. 13.

개요
미국 로보틱 리서치社가 캐나다 FPI社와 '오프로드' 군집주행 시스템을 추진
 로보틱 리서치는 쾌청한 날씨 아래 일반 고속도로에서 진행되는 '온로드' 군집주행과는 다른,
악천후 속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오프로드 군집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
 회사 측은 선도 차량을 추종하는 8등급 무인 자율주행 트럭도 제작한다는 방침

주요 내용
미국 로보틱 리서치(Robotic Research)社가 기존 트럭 '온로드(on-road)' 군집주행과
는 상이한 '오프로드(off-road)' 군집주행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박차 (이미지 참조)
 이를 위해 캐나다의 임업·운송 분야 연구개발
전문 FP이노베이션스(FPInovations, FPI)社와
기술 협력 제휴를 체결
 지금까지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쾌청한 날씨 아
래 일반 고속도로를 달리는 정형화된 '온로드
(on-road)' 군집주행 시험이 진행
 그러나 로보틱 리서치는 온로드와는 다른 악천
후 속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비정형화된 물류 트럭 군집주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번 프로젝트는 날씨와 도로 상황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동될 수 있도록 군집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개선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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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지역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6)
 로보틱 리서치는 오프로드 군집주행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 시스템 사용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캐나다 버스· 오토바이 제조업체 NFI 그룹과 '첨단운전지원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ADAS)' 도입 제휴 협정을 체결

로보틱 리서치는 선도 차량을 추종하는 8등급7) 무인 자율주행 트럭도 제작할 계획, 앞서
'오토 드라이브 자율 키트(Auto Drive autonomy kit)'도 개발
 자율주행 트럭을 벌초지에서 제재소까지 경로를 구현한 오프로드 환경에서 시험, 안정성이
입증되면 급커브· 급경사 등 주행이 어려운 실제 삼림도로에서 시범운영에 착수 방침
 로보틱 리서치는 NFI 그룹 산하 뉴플라이어(New Flyer)社와 협력, 자율주행 버스 '엑셀시오르
AV(Xcelsior AV)'를 개발한 전력도 보유
 엑셀시오르 AV는 전기가 동력원으로 CO2 배출이 없고 ADAS 기술이 적용된 미국자동차공학
회(SAE) 레벨 4 자율주행을 구현, 그러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탑승
 로보틱 리서치의 오토 드라이브 자율 키트는 △대중교통 운송, 퍼스트마일/라스트마일 운송
△라이다(LiDAR)· 센서· 카메라 통합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 혼잡통행 상황 아래 작동
△GPS 수신이 어려운 지하와 밀집된 도시에서의 이동에 유용

온로드와는 달리 오프로드 군집주행에는 시스템 운용이 훨씬 정교화될 필요, 여러 자율
주행 기술 중 특히 '환경인식' 기술이 관건
 이는 군집주행이 악천후 뿐 아니라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균일하지 않고, 자갈· 진흙· 모래가
있는 다양한 토양 위에서 운용되며, 지형과 지물이 수시 변경되고 비산먼지와 물웅덩이도
만나는 극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
 환경인식 기술과 관련, 영국 옥스보티카(Oxbotica)社는 오프로드 군집주행 안전성을 보장하
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헤리어트-와트대(Heriot-Watt University)는 라이다
이상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데이터셋을 제작

6) 알베르토 라카제(Alberto Lacaze) 로보틱 리서치 회장은 위험한 조건에서 운영되거나 인력 부
족에 직면한 임업 등 산업 지원에 대한 혁신적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
7) 미국은 '총차량 중량 등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 규정에 따라 트럭 차종을 1
등급(Class 1)에서 8등급(Class 8)까지 분류. 소형 트럭은 1~2a 등급, 중형 트럭은 2b~6 등
급, 대형 트럭은 7~8 등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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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와급편·일본우편,
화물택배 협업 체제 구축
참고ｌ'日本郵便株式会社と佐川急便株式会社との協業に関する基本合意書の締結', 日本郵便; 佐川急便, 2021.
9. 10. ; '日本郵便と佐川急便が協業で合意、「弱点」を相互補完へ', DIAMOND, 2021. 9. 23.

개요

사가와급편과 일본우편이 화물택배 서비스 협업 체제 구축에 합의
 협업 영역은 △수송· 집배망 등 물류 서비스 시스템 및 노하우 공동 활용 △기술 기반 새로운
물류가치 창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탈탄소 사회 실현 기여
 양사는 소형 택배 및 국제화물과 쿨 택배 분야에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서비스를 전개하고,
이후 지방에서의 배송 공동화와 간선 공동운행도 진행할 예정

주요 내용

일본 택배업계 2위 사가와급편(佐川急便)과 3위 일본우편(日本郵便)이 상호 경영 자원을
공유, 화물택배 서비스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
 현재 일본 물류업계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 유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일하는 방식 개혁, 지속가능 사회 실현 기여 등 과제에 직면
 이런 가운데 2020년도 택배 시장에서 사가와급편은 점유율 28.5% 일본우편은 22.8%로 양사
모두 1위 야마토운수(43.8%)에 크게 뒤져 있는 상황
 사가와는 비록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배송 분야 과제였던 소형 택배와 국제화물의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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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편 서비스로, 일본우편은 감소 추세인 소형 택배와 쿨(cool) 택배8) 서비스 문제를
사가와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
 양사는 상호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물류 서비스 공동 개발을 목표로 △수송· 집배망
등 물류 서비스 시스템 및 노하우 공동 활용 △기술 기반 새로운 물류가치 창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탈탄소 사회 실현 기여에 합의

양사는 일단 소형 택배 및 국제화물과 쿨 택배 분야에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전개, 이후 지방에서의 배송 공동화와 간선 공동운행도 진행한다는 방침
 (소형 택배) 일본우편이 취급 중인 우체통 투함형 소형 택배 '유우 패킷(ゆうパケット)' 서비
스9)를 사가와급편이 이용,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일본우편 배송망으로 전국에 수송
 (국제화물) 일본우편이 취급하고 있는 전 세계 120여 국가 '국제특급우편(Express Mail
Service, EMS)' 서비스를 사가와급편이 이용,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일본우편 EMS 배송
망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
 (쿨 택배) 일본우편 택배 '유우 팩(ゆうパック)' 보냉상품 배송 서비스 일부를 사가와급편이
이용, 일본우편 고객에 고품질 냉장· 냉동 수송 서비스를 제공10)

사가와급편과 일본우편은 향후에도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 유지, 서비스 고도화를 통
한 고객 만족도 제고, 일하는 방식 개혁, 지속가능 사회 실현 기여 등 다양한 과제 해결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기업과의 협업도 감안한 물류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
 양사는 공동 작업팀을 구성, 화물택배 서비스 협업 체제 구축 이외 고객 편리성을 높이는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에도 착수
 사가와급편과 일본우편은 보유 자원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 지방에서의 택배 공동 배송과
거점 간 수송으로 양사 화물을 합치는 간선수송의 공동 운행 등 효율적인 협업 방법을 긍정적으
로 검토· 진행한다는 방침

8) 냉장 타입은 0~10℃, 냉동은 -15℃ 이하 온도 대에서 신선도를 유지한 채 상품을 배송
9) 우체국에서 주소 기입 스티커를 가져와 기입해 365일 언제든지 우체통에 넣으면 접수가 완료.
우체국 창구에서의 직접 접수도 가능
10) 사가와급편은 1999년부터 고품질 냉장· 냉동 수송 서비스 '히캬큐쿨편(飛脚クール便)'을 실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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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아마존, 미쓰비시로부터 재생
에너지 조달
참고ｌ 'Amazon と三菱商事、日本初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購入契約を締結', AWS, 2021. 9. 8. ; 'Amazonが日
本で使う電力を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達成に向けた好事例に？',
ABEMA
TIMES, 2021. 9. 10.

개요

아마존이 미쓰비시상사와 22MW 태양광 발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
 아마존은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전력 전부를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 이를
위해 일본 내 전력은 미쓰비시상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
 미쓰비시는 웨스트홀딩스에 450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정비 포함)을 위탁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아마존에 공급할 예정

주요 내용
미국 아마존이 일본 미쓰비시상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450개소(설비용량 약 22MW)로
부터 재생 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 전력 구매 계약(Corporate Power Purchase
Agreement, CPPA)'11)을 체결 (아마존 도쿄 태양광 프로젝트, 아래 <그림> 참조)
 (아마존) 2040년까지 CO2 배출 '실질 제로'를 내걸고 2025년까지 소비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향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재생 에너지 개발과 녹색전력 조달과 관련
된 대응을 진행, 미쓰비시상사와의 제휴에 기반한 일본 내 전력 조달 계획을 발표
 (미쓰비시상사) 재생 에너지 전원 비율을 2030년까지 2019년도 대비 2배 늘리고, 2050년까지
발전 사업 전체에서 CO2 배출 '실질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비화석 비율을 100%로 만드는

11) 생산자(발전소)와 수요자(기업)가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직접 전력 구
매 계약을 체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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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목표로 미쓰비시의 CPPA 계약 체결은 아마존이 두 번째12)
 미쓰비시는 웨스트홀딩스에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 450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정비 포함)을
위탁,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아마존에 공급할 계획
 450여 태양광 발전소 준공 시 연 2만3,000 MWh 생산, 이는 5,6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
<그림> 아마존 도쿄 태양광 프로젝트

출처 : ABEMA TIMES, 'Amazonが日本で使う電力を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

아마존은 이번 프로젝트로 재생 에너지 조달 대응을 가속화
 현재 아마존은 230여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합계 용량 10 GW 이상)를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재생 에너지 조달 기업
 아마존은 도쿄 태양광 프로젝트가 기업이 재생 에너지를 조달할 때 한정된 이용 가능한 에너지·
과도한 규제· 고비용 등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힌 뒤, 프로젝트는 당초 예정보다 5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아마존은 일본 최초의 CPPA로 재생 에너지 활용을 넓히고 가격 적정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아태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
 아마존과 미쓰비시상사는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 중으로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는 미쓰비시상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혁신 추진에 힘을 합칠 계획

12) 첫 번째 CPPA는 자회사인 네덜란드 에네고(ENECO)社가 해상풍력 업체 올랑드 쿠스트 노르
드(Hollande Kust Noord)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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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 특허청, 신개념 배송 체제
승인 검토
참고ｌ‘Amazon Files New Patent to Use Drones and Trucks Together for Deliveries', UAV COACH, 2021.
8. 5. ;‘Amazon’s New Patent Wants to Combine Drones with Trucks for Deliveries',
Commercial UAV News, 2021. 7. 29.

개요
미국 특허청이 아마존 출원 신개념 라스트마일 배송 체제 특허 승인 여부를 검토
 배송 체제는 상품을 운반하는 기본 차량(밴, 드론 등)과, 기본 차량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보조 차량(로봇)으로 구성
 기본 차량에는 트럭이나 운전자를 돕는 주행 기술 대신 목적지 근처에 이르면 네트워크에서
주변 환경을 자동 스캔한 뒤 최적 이동 경로를 보조 차량에 지시하는 데이터 기술이 적용,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성을 제고

주요 내용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이 아마존社가 출
원한, 로봇 탑재 보조 차량을 활용해 최종 소비자까지 상품을 전달하는 신개념 라스트마
일 배송 체제 특허(아래 <그림> 참조) 승인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배송 체제 아래 밴과 트럭 등 기본 차량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나, 트럭이나 운전자를 돕는
주행 기술 대신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배송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술이 탑재
 기본 차량이 목적지 근처에 이르면 네트워크에서 주변 환경을 자동 스캔해 최적 이동 경로를
보조 차량에 지시, 보조 차량은 이를 토대로 현관으로 이동해 상품을 최종 배송
 기본 차량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조 차량에 전달
 보조 차량에는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장비가 장착, 이동 시 장애물에 직면하면 관련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기본 차량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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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차량과 보조 차량은 주변 정보를 상호교류,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성을 제고
<그림> 아마존 라스트마일 배송 체제 특허 개념

아마존은 창사 이래 고객의 행동과 경험 등 스마트 데이터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신속 전달하는 첨단 배송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주력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을 벤치마킹, '상품 배송을 위한 무인 비행
선 활용 공중 풀필먼트 센터(Airborne fulfillment center utilizing unmanned aerial vehicles
for item delivery)' 특허는 이미 출원
 기존 드론은 배터리 수명 한계로 30분 이상 장거리 배송이 어렵고 왕복 거리도 10 마일(약
16 km) 정도가 한계, 공중 풀필먼트 센터로 이를 극복한다는 계획
 즉, 주문 급증이 예상되는 상품을 적재한 비행선을 특정 지역 상공에 띄워놓은 뒤 지상 관제시
스템과 연결해 상시 배송 대기체제를 갖춰 놓고 주문이 접수되면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목적지
까지 배송한다는 전략

아마존은 급증하는 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용기
에 화물을 자동 정렬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
 이 기술은 물류창고에서 화물 이송에 사용되는 소형 로봇과 함께 화물을 작업 공간으로 이동시
켜 프로세스 효율성을 향상,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해 비용과 시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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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일 국교성, '탄소중립항' 시책
방향성 공표
참고ｌ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ポート（CNP）形成に向けた施策の方向性をまとめました', 国土交通省, 2021. 8.
31. ; '国交省重要港湾などで脱炭素化を推進 官民一体で「カーボンＮポート」形成', 富士物流, 2021. 9.
13.

개요

일본 국토교통성이 '탄소중립항(CNP) 구축 시책의 방향성(중간보고)'을 공표
 CNP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 에너지 수입에 대응하면서 탈탄소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는 공급사
슬 및 산업의 핵심 거점, 국교성은 항만 기능 고도화를 통한 CNP 구축을 추진
 방향성에는 CNP 목표와 함께 △구축 범위 △항만 지역 민관 협력 제고 △에너지 수입 환경
정비 △기술 로드맵 수립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평가제도 마련 △시설 정비 △정보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등 10개 구축 요건이 제시
 국교성은 항만 지역 전체 대응을 중시, 공공터미널에 더해 물류 사업자와 임해 지역에 위치한
발전·철강·화학 등 각 산업체 활동이 포함된 CNP 구축을 진행

주요 내용
일본 국토교통성이 항만 기능 고도화로 '탄소중립항(Carbon Neutral Port, CNP)'를
구축할 수 있도록 'CNP 구축 시책의 방향성(중간보고)'을 공표13)
 (의의) 탈탄소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는 공급사슬 및 산업의 핵심 거점 구축
 (목표) △에너지 공급사슬 거점 환경 정비(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수입에 대응한 항만
환경 정비, 국가 차원의 공급사슬 최적화) △항만 지역 효율적 탈탄소화(하역기계·선박 등
항만 운영 탈탄소화, 임해 지역 산업과의 연계)

13) 국교성은 올 연말 'CNP 구축 시책 방향(최종본)'과 '매뉴얼(초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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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P 구축 방향) 아래 <표>와 같이 10개 방향을 제시
<표> CNP 구축 방향

방향
① 구축 범위

② 항만 지역 민관 협력 제고

주요 내용
- 공공터미널과 함께 물류 활동이나 임해 지역에 입지한 사업자(발전,
철강, 화학공업 등) 활동도 포함해 항만 지역 전체를 내다보고 대응
- 항만 관리자와 민간 사업자 합동으로 CNP 구축계획 수립, 성과 목표
공유
- 구축계획 수립은 전략적 항만이나 국제 거점항 등 핵심 항만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③ 에너지 수입 환경 정비

- 비화석 연료의 공급사슬 구축이 중요, 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를
안정적이면서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추진

④ 기술 로드맵 수립

-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CNP 구축 기술에 대한 로드맵 수립

⑤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 기존 인프라의 유효 활용을 적극 추진, 극대화

⑥ 평가제도 마련
⑦ 시설 보완

- 민간 사업자 대응을 장려하는 객관적 평가제도 마련
- 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이 탈탄소화에 기여하도록 시설 보안

⑧ 정보 플랫폼 구축

-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 수집· 정리·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⑨ 국제협력 강화

- 해외 항만과의 정보 교환, 국내 기술의 해외전개를 감안한 정보 수집
및 제공

⑩ 국제경쟁력 제고

- 환경 중시 대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출처 : 国土交通省,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ポート（CNP）形成に向けた施策の方向性をまとめました'

향후 발표될 CNP 구축 계획 매뉴얼(초판)에는 대상 항만·수립 주체·주요 기재 항목이
수록될 예정, CNP 구축은 공공터미널 이외 수소 탱크와 창고, 발전소와 정유소 및
제철소 등 활동도 포함해 항만 지역 전체를 아우르면서 진행
 (대상 항만) 국제 전략 항만, 국제 거점 항만, 주요 항만
 (수립 주체) 항만관리자로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가 바람직
 (주요 기재 항목) △기본 사항(구축 기간, 연차별 목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제)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 △온실가스 저감 실행 방안 △차세대 에너지 공급 계획(수요 추계, 공급계획,
시설정비계획) △항만·산업 입지 경쟁력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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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자율주행, '상업적 운영자'
한정 시 위험 대비 편익 최대
참고ｌ 'Study : Benefits Outweigh Risks for Autonomous Vehicles – As Long As You Regulate Them', NCSU,
2021. 8. 23. ; 'Toward a rational and ethical sociotechnical system of autonomous vehicles : A novel
application of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PLOS ONE, 2021. 8. 13.

“ 자율주행은 '상업적 운영자'로 한정해 허용될 때 위험 대비 편익이 최대, 이는 상업적 운영자가
일반 개인보다 책임있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 ”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팀은 자율주행을 (1) 전면 불허 (2) 전면 허용 (3) 제한적 허용
(4) '상업적 운영자'에만 허용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 ”

개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자율주행 허용 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과 편익을 분석
 주립대 연구팀은 자율주행을 (1) 전면 불허 (2) 전면 허용 (3) 제한적 허용 (4) '상업적
운영자'에만 허용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그 결과 4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이 작고 편익은 큰 것으로 파악, 연구팀은 규제 당국이
이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권고

주요 내용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연구팀이 정부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을 허용했을 때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risk)과 편익(benefit)을 비교 분석
 자율주행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해 교통과 물류 등 경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공방14) 등 부정적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공공도로 자율주행차 운행은 윤리에서부터 교통공학과 AI 기술 등 다양한 부문이 복잡하게

14) 사고 책임이 차량 소유주, 자율주행 SW 개발업체 혹은 차량 제조사에 있는 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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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사회 문제로, 예컨대 인명 피해가 확실시 될 경우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도록 프로그
램을 설정할 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

연구팀은 '다중기준 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방식15)을 채
택,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윤리·교통·컴퓨터 공학 등 전문가들에게 자율주행 허
용 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13개)과 편익(8개)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비교 분석
 비교분석은 규제 당국의 자율주행 허용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4개 시나리오는 자율주행 (1) 전면 불허 (2) 전면 허용 (3) 제한적 허용 (4) '상업적 운영자
(commercial fleet operator)'에만 허용
 잠재적 편익에는 인력·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잠재적 위험에는 사고 책임 공방과 트럭 운전사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축소 등 포함
 연구 결과 위험 측면(0~5점, 높을수록 부정적)에서는 상업적 운영자에만 허용하는 (4)번
시나리오에서 약 1.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3)번 시나리오 1.5점, 전면
허용하는 (2)번 시나리오에서는 1.8점으로 평가
 편익 측면(0~5점, 높을수록 긍정적)에서는 (4)번 시나리오에서 4점을 상회해 가장 높았으며,
(3)번 시나리오 3.6점, (2)번 시나리오에서는 2.5점
 NCSU 연구팀 논문 제목은 '자율주행 차량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을 향하여
(Toward a rational and ethical sociotechnical system of autonomous vehicles)'로 국제
과학· 의학 저널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

자율주행을 상업적 운영자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이 위험 대비 편익이 최대인 이유는
이들 사업자가 일반 개인보다 책임있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
 상업적 운영자는 자율주행 차량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제 때 업데이트하는
등 작업을 다른 시나리오 아래의 일반 개인보다 더 쉽게 수행
 NCSU 연구팀은 정부 규제 당국이 이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이번 연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자율주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진전하도록 뒷받침하
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

15) 최적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아닌 여러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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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
참고ｌ'脱炭素・デジタル社会の物流ビジョン ~「スーパーシティ」の物流像とSDGs／再エネ／IoT・スマート物
流~', CRE, 2021. 7. 5. ; '脱炭素・デジタル時代の物流ビジョン Part② 再エネ供給の爆速拡大から始めよ
う！', CRE, 2021. 8. 31.

“ 일본 내각부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보다 나은 미래를 포괄적으로 구현하는‘슈퍼시티'를 구상 ”
“ 슈퍼시티 구상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되는 탈탄소·디지털 사회 물류 비전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제 조건 충족이 요구 ”

개요
일본 내각부가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사회를 포괄적으로 구현하는 '슈퍼시티'를 구상
 이를 위해 슈퍼시티 구상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되는 '탈탄소· 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脱炭素・デジタル社会の物流ビジョン)'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전제가 '에너지 전환'으로, 슈퍼시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모두 '재생 에너지'여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물류 DX/SD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에 대해서도 개관

주요 내용
일본 내각부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이후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포괄적
으로 구현하는 도시인 '슈퍼시티'를 구상
 슈퍼시티는 디지털 전환(DX)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6)가 결합된 개념, 기존 '스마트시티'가 에너지와 교통 개별 분야에서의 대응에
머무르는 반면 슈퍼시티는 생활 전반이 대상
 슈퍼시티 구상에는 건강, 교육, 에너지, 경제성장과 고용, 인프라· 산업 혁신, 지속가능 도시,
16)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
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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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소비· 생산, 기후변화 대책 등 다수의 SDGs 목표가 포함
 내각부는 슈퍼시티 구상의 SDGs가 실현되는 탈탄소· 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 보고서를 발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표>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

구분

설정 목표·과제

대응

- 자동차(승용차·상용차) 자율주행
-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통량·주차 관리

모빌

물류·

리티

교통

데이터
연계
물류·
상류

공급
사슬
해사·
항만

-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자율주행차, 셰어링 차량, 대중교
통 등 서로 다른 이동수단 간 데이터 연결
로 인간과 사물의 원활한 이동을 실현하는
멀티모드 수송
- 생산·구매, 입출고, 적재 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별 회사와 업계를 넘는 데이터
연계· 활용
- 자동화 추진으로 공급사슬 전체 효율화 제
고, 화물정보 및 상품정보 가시화 구현

- 항만 관련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 다이내믹 맵(공사, 정체 등 정보를 결
합한 3차원 정밀 지도) 기반 정비

- 물류, 상류(商流)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취약지역 드론 배송
- 자동배송 포함 물품 이동 전체 데이터 연
결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 해사산업의 IoT화/블록체인 기술 활용
으로 컨테이너 수출 화물 상거래 정보
를 관련 사업자들이 공유하는 '무역 절
차 테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출처 : CRE, '脱炭素・デジタル社会の物流ビジョン'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전제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formation, EX)'으로, 슈퍼시
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모두 '재생 에너지'여야 의미
 현재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 2030년도에는 전원(電源) 구성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을 36~38%까지 높일 계획,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
 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생 에너지 전력을 소비지에 과부족 없이 제어하
면서 송배전· 공유하는 광역망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 또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과
함께 송배전 시스템 정비에도 상당한 투자가 요구
이 외 보고서는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과, 물류 DX/SD
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에 대해서도 개관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모빌리티 DX) MaaS, 자율배송차·드론, 수소전기차 등 소개
 (물류 DX/SD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 물류 기능이 차량, 교통 인프라와 '네트
워크 및 비즈니스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계속 변모해 나갈 전망, 물류 DX/SD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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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행사동향

물류기술개발지원센터

http://lotech.koti.re.kr

행사명

Material Handling
Equipment Expo Asia
202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modal
Transportation

주요 행사 개요
급증하는 자재 취급 장비 관련, 신제품을 평가하고
신규 공급업체를 확보하며 사업 기회 기회를
탐색하는 국제 박람회
2021.12.1
~ 2021.12.3

태국,
Bangkok

교통수단들이 결합된 복합수송의 효율적 운영을 통
한 교통· 물류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
제 심포지엄
2021.12.4
~ 2021.12.5

온라인 진행

https://10times.com/e
1z2-5s5k-3rrk

미국 북동부 중심으로 공급사슬 안전성 등 북미의
무역 수송 현황과 정책을 소개· 분석하는 국제
컨퍼런스

Northeast Trade and
Transportation
Conference
2021.12.7
~ 2021.12.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gistics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https://www.ntradesh
ows.com/material-han
dling-equipment-expo
-asia/

미국,
Newport

https://www.conect.or
g/events/EventDetails.
aspx?id=1474502&gro
up=

물류·지능형 수송시스템 실제적 과제에 대한 솔루션
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

2021.12.16
~
2021.12.17

온라인 진행

https://waset.org/logis
tics-and-intelligent-tra
nsportation-systems-c
onference-in-decemb
er-2021-in-barcelona

소매업계 신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
ACCELERATE
2022.1.16
~ 2022.1.18

미국,
New Yor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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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