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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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