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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거, 현재, 미래의 물류I. 과거, 현재, 미래의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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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란?

물류란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켜

시간적, 공간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물리적인 경제활동

미국 물류협회

물자정보의 흐름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과정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유형, 무형의 물자의 실물적인 흐름

(포장, 하역, 수송, 보관 및 통신의 제활동)

조달시장 생산공장 소비시장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회수/반품물류 회수/반품물류 폐기물류

I. 과거, 현재, 미래의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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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변천

* 인류가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물류 기원

* 자급자족경제의 농경사회로 한정된 공간에서의 물류

* 전쟁시대 : 군수물자 보급(지역간 물류)은 전쟁 승리의 관건

원시시대

중세시대

현대시대

미래시대 ?

* 병참 개념 Logistics에서 Business Logistics 개념으로 발전

* 국가와 국가간의 글로벌 물류 네크워크로 확대

I. 과거, 현재, 미래의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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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통환경 및 물류의 변화II. 유통환경 및 물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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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유통으로 변화고객중심의 유통으로 변화

선진유통업체의경우, 매장운영전반을고객중심에서재구성하여 Customized된
서비스를제공하는고객중심의 Business로재구축되어지고있음.

이제까지의유통

＜유통업체＝유통업태＞

모든사람에게

모든상품을

One-stop으로

정가로제공하는

Needs가다양화됨에
따라 MD확대・점포의
대형화필요

평균적・종합적인대
응으로는아무도만족
시키지못함

향후의유통

(특정화된）고객에게
알맞은상품을

알맞은형태로제공

특정고객을대상으로하는업태를확립

업태를여러개가짐으로서

보다폭넓은고객에대한대응가능

인건비・시설비등 Cost구조도
여러개의 Option을 가짐.

개개의업태와그 복합에의한

시장대응과경영의최적화

（고객중심의 사업・업태창조）

고객에게지지를받는

사업의발전과성장・・
(매장의범위를벗어난사업
으로)

편집매장

Cluster
Store

Ex)

CCR(Consumer-Centric 
Retailing)

＜유통업체＝

유통업태가아니다＞

기업마다다양한형태로의

성장기회확대

II. 유통환경 및 물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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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수배송, 보관등물류기능중심의
Physical Logistics
▶ 강력한강력한 물류정보물류정보 중심의중심의

Information LogisticsInformation Logistics

•단순코스트중심의물류
▶ 고도의고도의 물류정보가물류정보가 뒷받침된뒷받침된

물류서비스물류서비스 중심의중심의 물류물류

•물류기능별상호분리된물류시스템
▶ 고도의고도의 물류정보시스템을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한통한

통합물류시스템통합물류시스템

•기업내부중심의 Intra Logistics
▶ 물류정보시스템의물류정보시스템의 外的外的 확장을확장을

통한통한 Extra LogisticsExtra Logistics

물류를새로운

Value Chain의
기반으로인식

유통환경의

e-Business
화에따른

영향

제조업체의물류공동화및 Outsourcing
을통한新네트워크경쟁시대로전환

소형소매점의공동구매/물류
(주문→입하/보관/출하→배송)

가격뿐만아니라새로운

경쟁요소로서의물류

신유통에대한유통지배력약화로

새로운대응전략요구(협력과경쟁)

3PL 업체의성장및물류 e-Business화에
따라물류가新경쟁대상으로대두

e-Business로인한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새로운 Value Chain을구축하기위해서
물류시스템강화에많은기업들이지속적인투자와노력을진행중

변화된 유통환경의 영향변화된 유통환경의 영향
II. 유통환경 및 물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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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류의 영향기업물류의 영향

수/배송환경의변화수수//배송배송 환경의환경의 변화변화 수/배송환경변화영향수수//배송배송 환경환경 변화영향변화영향

신규점신규점 및및 폐점으로폐점으로 인한인한
잦은잦은 배송처배송처 위치변화위치변화

주문마감시간주문마감시간 연장요구연장요구

납품요구납품요구 시간대시간대 지정지정

공공 박스박스//반품회수반품회수

요일별요일별 물량차이물량차이 차량알선차량알선 난이난이

납기지연납기지연

주문처리시간주문처리시간 감소감소

수수//배송비배송비 증가증가

주문방식의주문방식의 다양화다양화

다빈도다빈도 소량수송소량수송

유통가공의유통가공의 필요성필요성

배송기획의배송기획의 중요성중요성

유통환경변화로인한다양한물류과제는제조업체, 유통업체, Maker 및물류업체로
하여금고객서비스저하및물류비증가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음.

II. 유통환경 및 물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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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물류?

* IT/RFID기반으로 모든 부문 고속정보화, 실체적인 물류와 병행발전

- 물류체계 통합 : 물류관리에서 공급망관리(SCM)로 통합확대

- 물류정보화, 자동화, 고속화 등 물류효율성 극대화

* 서비스지향의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확대 : 3PL, 4PL, 5PL…

* 도시물류, 환경물류 등 신개념 물류 확산

* 소비자 수요 다양화, 시장세분화, 소량 다빈도 배송

* 기업 아웃소싱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채널 다변화

* 글로벌 소싱,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경제 고도화

* IT, RFID, SCM 등 신기술 발전 가속화

물류환경 변화

미래의 물류

물류경쟁력이 곧 기업, 국가의 경쟁력

II. 유통환경 및 물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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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III. 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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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Korea / EPCglobal Korea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RFID/EPC(Electronic Product Code)

공식 국제표준 : ISO(국제표준기구)에서 제정

사실상의 국제표준(De facto) : 국제시장에서 사용되는 표준
- 민간표준기관인 GS1(Global Standard one)에서 주도

EPCglobal

1972년 출범, 103개 회원국(한국 88년, 북한 99년 가입)

국제표준상품코드(바코드)의 생산, 보급, 관리

GS1

GS1의 자회사로 출범(2003. 10)

차세대 바코드 RFID/EPC의 생산, 보급 관리

현재 RFID 기술은 여러분야에서 활용
- 동물식별(135KHz), 교통카드(13.56MHz), 원격시동장치, 항만해운(433MHz) 등

EPC(860~960MHz)표준은 상품의 유통 물류단계에 적용되어 산업의

경쟁력 혁신기술로 관심 집중



12

물류효율화와 RFID

* 규모화 (Carrier 대형화)

* 표준화 (상품코드, 물류기기, 장비의 표준화)

* 정보화 (IT, EDI, SCM 등)

* 공동화 (공동수배송, 공동보관 등)

* 전문서비스화(전문인력, 종합물류서비스, 3PL 육성)

* 글로벌화 (국제물류네트워크 확충)

물류효율화 핵심요인

물류혁신 선도기술로서의 RFID

* RFID는 물류효율화를 위한 모든 요인 함축

- 물류정보화, 표준화, 자동화, 공동화, 전문서비스화, 글로벌화 등

* SCM 고속화로 물류효율의 혁명 예고

- Real Time 정보(물자추적성과 가시성, 재고관리, 보안, 소비추세)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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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의 한계

데이터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자의 가시권가시권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저장저장 정보의정보의 크기에크기에 대한대한 제약제약 ––바코드바코드 : 1: 1--100100바이트바이트

환경에 따른 훼손및 오작동 발생가능

‘‘11회회 쓰기쓰기’’ 기능 Only 및 ‘‘동시읽기동시읽기’’ 불가

작업자에 의한 오류오류 발생 가능성
0 512345 67890

RFID 개념

“RFIDRFID(RRadio FFrequency IDIDentification)란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Tag, Label, Card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Reader에서 자동자동 인식하는인식하는 기술기술”

바코드바코드(30(30년전년전) ) 대체대체 기술로서기술로서 ‘‘RFIDRFID’’

RFID 특성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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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 특성

작업자의 가시권역 밖에서 원거리 읽기 가능 → ‘‘비접촉식비접촉식’

동시에 복수의 TAG 읽기 가능 → ‘멀티멀티 리딩리딩’’

전파를 이용 Micro Second 단위의 읽기 시간 소요 → ‘‘고속고속 리딩리딩’’

Tag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 ‘‘쓰기쓰기’’ 기능 지원

바코드바코드 자기카드자기카드 ICIC카드카드 RFIDRFID

재활용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가능

사용빈도 - 1만번 이내 1만번 1010만번만번

인식 방법 비접촉식 접촉식 접촉식 비접촉식비접촉식

인식 거리 0~50cm 리더기에 삽입 리더기에 삽입 100m 100m 이내이내

인식 속도 4초 4초 1초 0.01~0.10.01~0.1초초

인식률 95% 이하 99.9% 이상 99.9% 이상 99.9% 99.9% 이상이상

투과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가능

데이터저장 1~100Byte 1~100Byte 16~64Kbyte 64kByte64kByte이하이하

Data Write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가능

손상률 매우 잦음 잦음 잦음 거의거의 없음없음

경제성 가장 저렴 저렴 높음(10$이상) 보통보통(0.2$ ~ 1$)(0.2$ ~ 1$)

보안능력 거의없음 거의없음 복제 불가 복제복제 불가불가

RFID 특성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15

미국, 일본, 유럽의 3강 체제

시장형성에 따른 특허전쟁 진입

미국, 일본, 유럽의 3강 체제

시장형성에 따른 특허전쟁 진입

기술/표준화 주도 경쟁

국가별
활동

글로벌 기업의 표준 채택
(월마트, DoD, 메트로 등)

EPC Gen2 ISO표준 인정 (’06. 5)

글로벌 기업의 표준 채택
(월마트, DoD, 메트로 등)

EPC Gen2 ISO표준 인정 (’06. 5)

EPC의 국제표준화

표준

전세계 연평균 37.1% 고속성장

2010년 10 billion $ 규모 전망

(Worldwide)
올 국내시장 5242억 예상

전세계 연평균 37.1% 고속성장

2010년 10 billion $ 규모 전망

(Worldwide)
올 국내시장 5242억 예상

Source : IDC, 2006. 1

시장

시장 규모 급성장

억$

0

20

40

60

80

100

2002 2004 2007 2009

세계시장 규모

RFID 시장 규모 성장 예상

CAGR : 37%

단위/업종별 RFID 본격 도입 시점

Source : IDTechEx (2006. 5)

2013도서

2009타이어, 우편물

2008항공 수화물

2007소비재

2006/7의약품

2006/7팔레트/케이스

RFID/EPC RFID/EPC 도입도입 확산확산 시점시점ApplicationApplication

RFID 시장동향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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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코드체계

현재의 바코드 (EAN 바코드)

EPC의 역할 및 효과

EPC (Electronic Product Code)의 구조

8 8 0 9 3 4 5 6 7 8 9 0 8 >

880  +880  + 934567 +934567 + 890  +890  + 88
국가코드 제조업체코드 상품품목

코 드
체크
디지트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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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Service

-EPC Network 개념도-

EPC의 역할 및 효과

상품흐름을 실시간 추적, 가시화 및 고속화하여 제2의 유통물류혁신

국내외 원자재 공급체인을 관리하여 적시생산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EPCglobal Network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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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의 역할 및 효과

국제표준(EPC)의 중요성

국가간 상품주문, 정보교환, 대금결제 등 수출/수입 행위의 기본 언어

글로벌 전자 카탈로그 시대에서의 사업언어 (Business Language)

글로벌 추세하에서 무역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키워드

GS1의 주도하에 EPCglobal Network 와 GDSN 설계 및 구축

- EPC코드를 기반으로 Global Network 작동

국내용 사설 상품코드 사용시 기업과 기업, 국가간 정보교류의 단절 또는 혼선 야기

전세계 상품정보 흐름의 추적성 및 가시성 확보 가능

국제표준의 태그, 리더기 등을 대량생산해야 국제경쟁력 확보

제조, 물류, 유통단계에서 각각의 태그 부착, 확인 절차 등 생략 가능

비용과 편익의 문제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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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의 역할 및 효과

유통물류 : 결품방지, 실시간 재고 및 상품 추적, 창고 관리, 무검수 입출고 등

의료/의약품 : 가짜약품방지, 혈액 및 환자관리, 의료용구 폐기물 추적

항 공 : 수화물 관리, 항공기 부품 관리 등

해운항만 : 컨테이너 자동 식별, 창고 관리 등

우 정 : 우편물 자동분류, 택배 관리 등

도 서 관 : 도난 방지, 서적 재고관리 등

자 동 차 : JIT (Just In Time) Production 등

EPC코드, EPCglobal Network 산업별 기대효과

제조제조 유통유통 물류물류//해운해운//항공항공 의료의료

적용범위

. . . .. . . .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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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FID 산업화 현황

RFID/EPC 산업화 동향

Wal*Mart

• ’05년 137개 업체 참여, ’06년 약 400개 납품업체가 RFID를 부착할 예정

• ’05년 말 600개 매장, 12개 유통센터가 RFID 시스템을 적용

DoD

• ’05년 도입 시작, ’07년 전 품목 적용 예정

• ’06년에 32개 물류센터, ’07년에 모든 물류센터에 RFID 시스템 적용

시사점

제조분야 생산물류 적용

•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실시간 추적관리, 공정관리, 중간 제품 및

완제품 관리 분야 활용

• 적용사례 : POSCO(광양제철소), 한국타이어, LS산전

유통 물류 분야 적용

• 상품의 유통 경로상 실시간 추적 및 관리활용(북센, 신세계, 삼성테스코)

• 물류 센터 프로세스 효울화 적용(CJ GLS) , 제품 이력관리 등

정부 주도의 RFID 확산 노력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주도 RFID 시범사업, 기술개발 과제 수행

• 동북아 물류 HUB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

국내외국내외 RFID/EPC RFID/EPC 시장시장 동향을동향을 감안할감안할 때때, , 

시장개방이시장개방이 본격화되기본격화되기 전전 향후향후 2~32~3년년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시시

기기

시사점

국내 RFID 산업화 현황

유 럽

• 독일 메트로 그룹의 ‘Future Store’ 구축

• NATO, 보잉사 등에서 RFID/EPC 사용 전략 발표

일 본

• RFID를 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연결되는 기술로 인식
- 대량생산, 재사용 가능한 태그 개발을 위해 정부주도의 히비끼 프로젝트 추진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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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본격 개방전의 주요 과제

국산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적용 및 수출 도모

기업의 산업적용 능력을 사전에 확충하여 대비

단일의 국제표준(EPC) 확산을 통해 선진 유통물류시스템 기반 구축

3대 역점과제

정부와 공기업이 시장조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촉진

주요업종 시범사업을 확대추진, 특화된 비즈니스 적용 모델 개발

RFID 리더스 그룹(CEO 중심)과 업종별 실무자 포럼 운영

지방대학과 연계, 전국적 교육 네트워크 구축

선진기술 시장동향의 신속한 입수 및 국내기업 전파

5대 중점 추진과제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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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 High Tech

Healthcare 
& Life 

Sciences
Retail Consumer 

Goods
Food & 

Beverage
Logistics & 
Transport

RFID/EPC, 미래가 아닌 현재형 기술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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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pace 
& Defense

Footwear & 
Apparel AutomotiveChemical Industrial

RFID/EPC, 미래가 아닌 현재형 기술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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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2 Prices are falling
•Inlays from $0.09-$0.12
•Readers $1,000 or less

Certification launched 
September 2005, ongoing in 
2006

태그, 리더기 가격 하락으로 시장 조기 확산
III.물류변화의 주역 RFI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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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IV. 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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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물류 센터 RFID 도입 이전

Source : CJ GLS, 2005

입고예정list 입고검수 로케이션할당 적치list입고예정정보 차량입문 하차 적재

WMS

재고조사

입문
GATE

출문 GATE

출고예정정보 피킹list주문처리 상차 출문상자list피킹

CSS

상자검수

전산정보와 실물 정보의 불일치 발생 위험
서류작업 및 작업자에게 의존하는 프로세스 다수 존재

IV. 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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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물류 센터 RFID 도입

검수 및 서류 작업의 단축으로 전체적인 운영 효율 증가

Source : CJ GLS, 2005

입고예정정보 차량입문 하차 적재

Reader

WMS
EPC IS

입문
GATE

출문 GATE

출고예정정보주문처리 상차피킹

CSS

RFID RFID 도입도입 효과효과

• 입고 및 출고의 10개 프로세스 생략 및 단축

• 전체 물류 프로세스 스피드업
일부 자동화

일부 자동화

출문

IV. 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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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ise of RFID

진열재고 및 공급 체인상의 재고 상황에 대한 Real Time 정보 제공

결품율 획기적으로 감소 및 효율적 공급망 운영계획 수립

Out of Stock-Product Visibility

Real Time으로 제공되는 재고 정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재고보유 수준을 감소

공급망 운영계획 수립 및 수배송 비용의 하락 유도

Inventory Visibility

개별 작업자가 바코드를 태깅하고 스캔하기 위해 수행했던 작업을 제거

피킹, 검수, 재고실사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가

Scanning Automation

상품의 도난에 대한 현실적인 방지 대책 수립 가능(매장, 센터)

도난, 보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감소

Shrink

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IV. 물류산업에서의 RFID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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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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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도입사례 현황(국내외)

RFID 구축사례 분석

대부분 물류 산업군에서의 구축 사례가 대다수 차지

유통 분야의 RFID 기술 적용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

0

50

100

150

200

250

자산관리 보안/인증 의약품관리 식품이력 유통분야유통분야 물류분야물류분야 자산관리

Source : ID TechEX RFID KnowledegeBase, 2004 

개방형개방형 응용분야에서의응용분야에서의 RFID RFID 적용적용 확대확대

도도,,소매소매 유통유통

육육,,해상해상 물류물류 및및 우편우편 물류물류

항공항공 및및 공항공항

새로운새로운 생활생활 패턴에패턴에 따른따른 RFIDRFID 응용분야응용분야

레저레저 및및 스포츠스포츠

건강건강

동물동물 및및 농농,,축산축산

전통적인전통적인 RFID RFID 응용분야응용분야

승객운송승객운송 및및 자동차자동차

금융금융, , 보안보안, , 안전안전

제조제조 자동화자동화

도서도서 및및 문서문서 관리관리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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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도입사례-유통(해외)

WAL MART

유통프로세스 전반

유 통

프로세스 개선, 비용감소

기 관 명

적용범위

업 태

달 성 목 표

RFID 도입 붐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 – 2005년 1월 137개 납품업체 태그 부착

2007년 1월까지 600개 납품업체 부착 및 1000개 매장에 RFID/EPC 도입

전파 인식률 (팔레트, BOX는 100%인식 ITEM단위는 기술 개선 중

부착단위 (팔레트→BOX→ITEM) – 태그단가 하락에 따라 확장

도입효과

주

요

이

슈

주주

요요

이이

슈슈

Scanning : $ 6.7 billion

Out of Stock : $ 600 million

Shrink : $ 575 million

Tracking : $ 300 million

Product Visibility : $ 180 million

Total : $ 8.355 billionTotal : $ 8.355 billion
Potential Annual Saving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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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CO

제품 보관 온도 모니터링

유 통

제품 보관 품질 향상

저온 및 냉동 제품의 운송 과정 중 규정 온도를 벗어난 환경에 노출되어 제품의 훼손, 변질이 일어남

소비자에게 제품의 보관 온도에 관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도도 입입 배배 경경

제조공장, 물류센터, 유통매장, 운송 차량 등의 특정 거점의 온도이력 관리에서 시작하여

제품 파렛트 및 박스단위에 온도 태그를 부착하여 제품의 물류 과정중의 연속적 온도이력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짐

운송 차량의 문에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문이 열렸는지를 추적

물류 과정중의 온도 이력 데이터를 모니터하여 빈번한 제품 훼손이 일어나는 지점 추적

부착된 태그는 배송 완료 시점에 회수하여 온도 이력을 획득하고 재활용

획득한 온도 이력은 공급망 전체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함

도도 입입 내내 용용 및및 특징특징

기 관 명

적용범위

업 태

달 성 목 표

RFID 도입사례-유통(해외)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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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비 인디애나 생산공장

부품 재고 관리

제 조 업

부품재고 보유수준 감소

생산량 증대요구가 있지만 보유 재고 수준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음

부품 Vendor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JIT적용에 난점

정기, 정량발주의 조립 라인은 필수적으로 재공 재고의 과다 위험이 존재 (푸쉬버튼 재고 보충)

도도 입입 배배 경경

무선무선 연결을연결을 통한통한 재고보충재고보충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조립조립 라인라인 내내 소요소요 재고재고 가시성가시성 향상향상

조립 라인 사이드의 패널버튼 조작을 통해 보충 지시

-보충작업자에게 발주점으로부터의 경과시간경과시간 알림알림

라인내 조립 작업중인 차량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차량 거치대에 부착된 태그가 주기적으로 안테나에게 신호 전송

-옵션별 차량의 작업순서 파악 : 예상 소요 재고에 대한 대응시간 단축

도도 입입 내내 용용 및및 특징특징

기 관 명

적용범위

업 태

달 성 목 표

RFID 도입사례-제조(해외)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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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DOD)의 RFID 도입

하루 물동량 : $ 79.2 M

연간 물류 비용 : $ 28.9 B

SKU / NSN : 5.2 M

주문건수 : 연간 2천 6백만건

계약 발생 : 하루 8200건

항공항공 운송운송 물량물량 : 1.75 M : 1.75 M 개개

208K S/T air Cargo208K S/T air Cargo

5.1 Million M/T sealift5.1 Million M/T sealift

100,000100,000개개 이상의이상의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운

송송

비용 절감
• 전쟁기간 중 전체 물류 비용 $300 ~ 500M 절감 효과 유발

• 필요 군수 요원 35% 감소

• 기존 프로세스 대비 운용 컨테이너 수 10% 감소
• Iron Mountains reduced to Iron Hills – Better flow, fewer stockpiles

보유 물량 감소

Visibility 향상 및 정보 정확성 증가

이라크전에서의 RFID 도입 효과

공급 거점 일단위 거리 위치 → 분단위 거리 위치

RFID 도입사례-물류(해외)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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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 (미 국방부)

군수 물류 프로세스 전반

Logistics

프로세스 개선, 비용감소

군수 물류 프로세스 효율화

실시간 재고 관리 및 위치파악

무기류 및 군수 제품에 대한 자산관리

도도 입입 분분 야야

기 관 명

적용범위

업 태

달 성 목 표

RFID 도입사례-물류(해외)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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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 L

물류 프로세스 전반

Logistics

프로세스 개선, 비용감소

육상, 항공, 해운 운송 과정의 Tracking

재고 실사, 보안 강화

운송중 제품상태 모니터링(온도,습도,충격,진동센싱)

20 RFID Pilot Project 수행

도도 입입 분분 야야

Performance

• 바코드 스캐닝 과정 생략(프로세스 단축)

• 작업자의 정보 단말기 사용 핸디캡 제거

• 멀티 스캔을 통한 일괄 자동 검수 실현

• 도난방지 등의 보안 비용 감소

Quality – 고객 사에 향상된 배송 정보 제공

New Service – 제품 상태 모니티링

달달 성성 목목 표표

기 관 명

적용범위

업 태

달 성 목 표

전세계 호환 기능(표준 준수)

저비용의 태그 프린트 및 부착(쓰기 가능)

동시 대량 인식 기능

•신속한 데이터 획득 및 100% 인식 성공율

2.6~3미터의 인식 능력을 갖는 범용 리더/안테나

RFID RFID 요요 구구 스스 펙펙

RFID 도입사례-물류(해외)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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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Port Service

RFID Tagging 서비스

Logistics

고객사 제품에 신속한 태깅

월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의 RFID Tag 부착 의무화로 인한 고객사의 태깅 서비스 수요 증가

고객사의 팔레트 및 케이스에 대한 태깅 서비스를 실시, 이에 대한 수수료를 획득하는 B/M 개발 구현

도도 입입 배배 경경

3PL업체가 고객 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개념으로 태깅 서비스 시작 (비용부담 : 고객사)

바코드 태깅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제품의 특성에 따른 인식율 편차 개선 등의 부가 서비스 시행

현존하는 장비 및 S/W를 활용한 B/M, 타 3PL업체의 태깅 서비스 아웃소싱까지 사업 영역 확장

도도 입입 내내 용용 및및 특징특징

기 관 명

적용범위

업 태

달 성 목 표

RFID 도입사례-물류(해외)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38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

• RFID기반의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Collaboration PM, 기술 경쟁력 및 상용화

• 주관참여업체: 4-주관기업 및 1-학계

산업자원부

유통물류진흥원

URECAURECA

SNP 개발

SNP 상용화

미들웨어 개발

핵심응용
시스템 개발

과제총괄진행
응용시스템개발

• 글로벌 기업의 EPC 표준 체택(월마트,메트로,DOD)

• ISO와의 표준 통합(Gen2 → ISO 18000-6)

• Gen2 물류 글로벌 표준화를 고려하여 과제 수행

국제 표준 반영

1. 추진체계의 세분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2. 세부과제별 최고전문성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3. 세부 항목별 협업 체계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4. 통합/세부 항목별 특허기술 공유로 물류경쟁력 확보

세부 추진과제 참여업체: 기업 10, 대학교 3, 연구소 1

URECA 운영전략

RFID 도입사례-물류(국내)

:Ubiquitous RFID Environment Collaboration Arena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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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도입사례-물류(국내)

RFID 실 물류 현장 도입을
통한 Know-How 축적

RFID 관련 지식 및
정보처리 기술 습득

EPC Network 기반
비즈니스모델 활성화

가시성 있는 협업
모델 개발

경제적 효과 기술적 효과

관련사업
파급 효과

• 핵심기술 및 특허 공유를 통한 시장 활성화
(공공분야, 유통물류, 제조 등 산업계전반)

•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마련 (Ad Hoc 등)

• 제조/유통/물류 간 협업 SCM 기반 구축
•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

• 표준화(국내외)의 수용 및 주도
• 관련 기술의 선험적 체험
• 핵심 기술 개발 및 습득 (Memory   
DB,    M/W, Sensor Network등)

V. 물류산업에서의 RFID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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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사점 및 결 론VI. 시사점 및 결 론



입 문 입고검수 적 치
재 고

(조 사) 할 당 피 킹 피킹검수 출 고 출 문

ERRORERROR ERRORERROR ERRORERROR ERRORERROR ERRORERROR 책임이관책임이관

RFID 도입 효과RFID 도입 효과

기존 프로세스 생략 및 단축

휴먼 에러 감소

전체 물류 프로세스 Speed Up

명확한 책임이관

재고보충적치계산

크로스
도킹

VI. 결 론 - WMS의 RFID 적용 시사점

VI.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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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 공급망 협업 체제 구축의 CSF

공통의공통의 데이터데이터 표준표준 마련마련11

공급공급 체인체인 구성원들간의구성원들간의 정보정보 공유공유 시스템시스템22

획득한획득한 정보에정보에 대한대한 동기화동기화 대책대책 마련마련33

협업적협업적 거래관리거래관리 추진추진44

협업적협업적 공급체인공급체인 관리관리55

CPFR CPFR 도입도입 추진추진66

협업적협업적 신상품신상품 개발개발77

제조제조

유통유통

물류물류

E P C 

E P C Global
Network 

R F I D
기반

공급체인

결품 및 반품의 감소 → 2% 매출 증대,

생산성 증대 → 원가 5% 감소

재고감소, 자산 효율성 증대→ 5~30%의 운전자본 감소

표준화 추진

Integration 

Benefit

협업 비즈니스 성공의 7단계

VI.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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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 Visibility & Traceability

1,000 EA

0

20

40

60

80

100

뉴욕 베를린 시드니 서울

거점별 제품 A 재고량

Global Report

2005.7.14 15:23 23s 현재

1,000 EA

0

20

40

60

80

100

April May June

뉴욕 센터 출하량 변화 추이

Global Report

2005.7.14 15:23 23s 현재

제품 A

제품 B

““ 전전 세계세계 대상의대상의 제품제품 이력정보이력정보 조회조회 및및 물류물류 흐름흐름

에에 대한대한 실시간실시간 분석분석, , 보고보고, , 의사결정의사결정 지원지원 실현실현 ””

EPC Network

•• End To End TrackingEnd To End Tracking
•• 생산생산, , 수배송수배송, , 판매판매 계획의계획의 실시간실시간 수립수립 및및 변화변화 대응대응
•• 기업내기업내, , 기업간기업간, , 국가내국가내, , 국가간의국가간의 연계연계

VI.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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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제제 조조 물물 류류 유유 통통

물류는 제조와 유통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다수의 기업과 다종의 상품을 취급

국제표준상품코드의 사용여부는 공급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

국제 표준 RFID/EPC코드 기반의 통합물류 Best Practice를 구축,

물류혁신을 실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

VI.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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