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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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 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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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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