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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물류산업 융복합
트렌드와 기업의 진화 방향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과 물
류 서비스 혁신을 융복합하여 전에 없던 형태의 서비스 혁신을 촉발하고 있
다. 이제 유통, 물류와 같은 산업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통 산업은 광고, 상품 기획, 마케팅,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류 분야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상품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주는 서비스로 기
획 및 마케팅 분야 대비 중요도가 낮은 분야였으며, 기업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바라봤고 이는 곧 물류 기업들의
저비용 경쟁으로 이어지며 물류는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은 유통 산업의 경쟁 방정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과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 컬리, 쿠팡, ssg.com 등의 새
벽배송, 롯데마트 바로배송, 배민B마트, 나우픽 등의 1시간 내 배송 서비스까
지 유통산업은 비용절감을 넘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물류 서비스 품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음식주문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마이크로 풀필먼트라 불리는 온라인
편의점 서비스에 뛰어들고,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음식배달 플랫폼 띵동이 수수료 2%의 음식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 등 유통과 물류의 경계가 사
라지고 고객의 생활 속에서 쇼핑, 외식, 교육, 의료, 교통 등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유통, 물류, IT 역량을 결합하여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근
송상화

본부터 바꾸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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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혁신을 촉발하고 있다. 이제 유통, 물류와 같은
산업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
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물류 서비스 혁신은 제조
기업의 온라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DTC
(Direct-to-Consumer) 전략을 통해 유통 및 물

그림1•Nike DTC 매출 변화
출처 : selleurop [1]
https://directtoconsumer.io/2019/12/15/direct-to-consumer-is-animportant-retail-channel/

류 단계를 생략하고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
는 방식으로 제조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
적인 사례로 Nike의 경우 Amazon.com에서의 상

미줄처럼 넓게 분포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물

품 판매 철수 및 일부 대형 채널을 제외하고 대부

류의 거점으로 변화시켜 매장 내 픽업 서비스, 온

분의 오프라인 채널을 정리하고 직영체계에 집중

라인 상품에 대한 매장 반품 및 즉시 환불 서비스,

하는 DTC 전략을 적극 도입하여 2019년 매출 343

월마트 직원 퇴근 시 배송을 지원하는 Walmart

억 달러 중 34.2%에 해당하는 118억 달러 매출을

Associate 서비스 등 물류 혁신을 통해 2020년 1분

온라인 직접 유통을 통해 달성하였고, 2020년에는

기 온라인 매출이 74%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 타

40% 이상으로 DTC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겟 Target의 경우에도 2017년 당일배송 스타트업

고 있다. 나이키의 DTC 전략은 팬데믹 상황에서

Shipt를 5.5억 달러에 인수하고, 2020년에는 당일

더욱 빛을 발하여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배송 기술 스타트업 Deliv(배송 경로 최적화, 배송

닫은 중국에서 셧다운으로 운동에 관심이 많아진

데이터 분석 등)를 인수하는 등 물류 분야 스타트

고객들이 나이키의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달리기,

업 인수 및 배송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

피트니스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을 나

상황에서 온라인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이키에 직접 주문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는데 크

배송 서비스 혁신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게 기여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다단계 유통 채널은

높아지는 현재 더욱 중요해졌으며, 물류 역량 자

사라지고 제조, 유통, 물류가 플랫폼 및 모바일앱,

체가 유통 채널 선택의 핵심 요인이 되기 시작하였

온라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유통 채널이 단순

다.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모바일앱을 통해 주문

화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면 배송 서비스 인력이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고

이러한 유통과 물류, IT의 융복합 트렌드는 결국

객 대신 쇼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nstacart

물류 프로세스를 아웃소싱하기 보다 기업의 핵심

의 경우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경쟁력으로써 물류를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가져

을 55%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월마트와 타겟, 아

왔고, 이제 물류 혁신 경쟁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마존을 따돌리고 시장 1위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프로세스 혁신의 1순위가 되어 서비스 품질 경쟁의

Instacart는 유통기업이라기 보다는 물류 기업이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들은 Instacart의 배송 서

미국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월마트는 미국 내 거

비스에 만족하여 특정 오프라인 매장이 Instar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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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더 이상 그
매장과 거래하지 않고 Instacart에 입점해있는 다
른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을 주문하는 등 물류 역
량이 고객 충성도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림3•Amazon 온라인 배송서비스 물류기업 점유율
출처 : fool.com
https://www.fool.com/investing/2019/12/17/amazon-escalates-its-war-onfedex.aspx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이 2019년 매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
에서 적자가 감소함으로써 물류 인프라 투자에 따
그림2•미국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 산업 점유율 변화
출처 : foodnavigator-uas.com
http://foodnavigator-usa.com/Article/2020/06/12/Instacart-raises-225min-funding-round-boosts-valuation-to-13.7bn

른 규모의 경제가 물류 분야에서 비용을 낮추면서
도 배송서비스 품질을 혁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는 주요 상품을
보관하는 대규모 풀필먼트센터와 지역별 배송거

이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물류 역량 강화에 나서면

점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27개였던 로켓배송센

서 물류 기업과의 경쟁 및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터가 2019년에는 168개로 증가하여 로켓배송센터

되고 있다. 아마존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50% 이

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구가 3,400만 명에 달

상 처리하던 페덱스는 2019년 아마존과의 결별을

할 정도로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

선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존의 급격한 물류 인

다. 이에 따라 쿠팡은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온라

프라 투자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인하여 중장기적

인 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혁신적 서비스

측면에서 페덱스의 물류 서비스에 경쟁자가 될 것

를 하나의 인프라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생산성이

으로 판단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인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제 페덱스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마존을 통

인 쿠팡 플렉스 서비스를 통해 수요가 급격하게 변

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 점유율이 하락하였는데, 그

화하는 새벽배송 등에서 배송 관련 고정비를 줄이

기간동안 UPS 및 USPS 등 경쟁 물류기업의 점유

고 로켓배송센터 회전율을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

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아마존 자체 배송 서비스

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모두 달성하

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페덱스 입장에

는 등 온라인 유통을 크게 바꾸고 있다.

서는 아마존의 물류 역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배

이제 제조 및 유통산업은 고객과의 유통 단계를 최

송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소화하고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한

국내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물류 인프라

후 물류 인프라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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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제조-유통-물류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트 센터, 고객의 복잡한 서비스 요구수준을 디지털

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기

시스템을 통해 전체 물류 프로세스에서 끊김없이

업들이 결제 및 온라인 쇼핑 관련 유통-풀필먼트

연결할 수 있는 IT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물류 혁

플랫폼 제공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규모 셀

신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으로 예

러들은 과거 보다 손쉽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양질

상된다.

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바야흐로 고객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서비스들이

변화는 결국 디지털 역량과 물류 서비스 역량을 확

생활물류 서비스를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며

보한 기업이 미래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

경계없는 이종 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한다.

이다. 장보기 서비스라고 평가절하되던 Instacart

그러나, 물류 서비스는 배송 네트워크 구축, 기존

가 미국 온라인 신선식품의 최강자가 되고, 유통기

의 물류창고가 아닌 고객 서비스 중심의 풀필먼트

업 아마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된 풀필먼트

센터 인프라 확보 등 대규모 투자와 자동화 기술

센터 및 드론 배송, 대규모 항공 운송 네트워크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적

구축하는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

자를 감수하며 전략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

는 것이다. 물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술을 혁신하는 기업이 승리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 미래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곧 물류 분야의 높아진 중

자율주행차량 및 로봇 기술의 물류 산업 도입이 더

요성 만큼 기존 물류 기업들이 과거의 프로세스와

욱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물류 산업이 전략적

시스템, 인프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 기술 개발 및 서

을 의미하며, 물류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물류

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물류 산업

기업이 아니라 제조 및 유통 기업, IT 기업이 될 수

의 황금기가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종 산업에서

도 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제조, 유통, 물류의

물류로 뛰어드는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비스 경계가 의미없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자율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그 열매를 따게 될 것

주행트럭 및 자율주행 배송 로봇, 자동화된 풀필먼

이다.

그림4•쿠팡 로켓배송센터 현황
출처 : 쿠팡 뉴스룸 [3] https://news.coupang.com/archives/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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