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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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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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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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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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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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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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