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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빅데이터분석은몇년전클라우드컴퓨팅등과함께

큰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이후,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대신하는 통상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흥미

로운 것은 다분히 인간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까지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맞물려 그 파급 효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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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는 기업에게 있어 미래의 핵심자산이며 물류부문에도 새로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류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며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DHL의 연구에서 나타난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하나의 가치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류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하여 물
류기업의 운영효율성 및 고객경험의 극대화 수준을 향상키시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경쟁적 지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물류부문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위한 가치모델을 새롭게 창
출하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물류부문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도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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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g Data is a key asset for the company and a key factor in boost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logistics sector.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how to collect, analyze and utilize Big Data in 
logistics.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developed a value model applicable to logistics compani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and application of Big Data in the logistics of previous studies and DH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ustomer experience maximization level of logistics 
companies through utilization of big data analysis in logistic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big data utilization 
and to develop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o newly create a value model for 
utilization of big data analysis in logistics sector and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other industries as well as 
logistics secto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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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커지게 되었다. 일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

을두고각개인의특성을보다잘파악하여개인의특성

에부합하는직업을효과적으로제안해주는직업설계지

원 플랫폼 모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 그러나 빅데이

터 분석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큰 기대를 받

았지만, 최근실시된한국정보화진흥원의조사결과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활용 수준이나 기반, 인프

라와제도정비등수준에서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객만족도를

크게향상시키고내부업무의운영효율성을극대화하고

있는해외기업들의사례와비교해보면, 국내소매·판매

관련 산업 및 물류 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된다[2].

빅데이터분석과활용을위한연구로서 Lee는 빅데이

터 적용에 적합한 산업을 AHP 방식을 통해 탐색하였으

며[3], Kim은 공공부문에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Jung은빅데이터의도입효과를분석하여성공요인을도

출하였다[4, 5]. 빅데이터는공공정책을수립하고이행하

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Noh는 대학생들

의인식을빅데이터분석하여교육정책을제시한바있

다[6]. Choi는 지방정부의 범죄 예방정책을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으며, Noh는 전반적인 지방정책

에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7]. 빅데이

터의산업적활용을위해Noh는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에서의 빅데이터 도입방안을, Kim은 중소제조기

업의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조공정 효율화 사례를 제시하였다[8, 9].

소셜 및 텍스트 데이터 분석사례로는 Gu의 특허텍스트

데이터분석을통한 전기차량기술 트렌드 분석이 있으며,

Park은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10, 11].

한편,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와 내용을 활용하는 물류

기업들의 공급사슬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활용방안이

공급사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파

악하고 인식해야 하는데 다음의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사슬운영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은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Fig. 1] Applications of Big Data Analytics in Supply 
Chain Operations

우선, 계획(scheduling)에서는 재고 수준, 수요 및 제

조능력에대한가시성증가에따라보다정확한생산및

유통 스케줄링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배송

(delivery)에서는 생산능력 및 자산 공유를 위해 필요한

실시간배송경로, 트래픽데이터, 날씨와관련된모니터

링등을활용할수있다. 재고계획(inventory planning)에

서는최소재고유지단위수준의재고관리의투명성과재

고부족제거및재고범위를최적화하는수요예측데이터

와 연계된 자동화된 보충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며, 유

통(distributing)에서는 자재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

통허브, 플랜트및창고의복잡한웹을실시간으로최적

화하는 데에도움을 줄수 있다. 또한, 수요예측(demand

forecasting)에서는 판매 데이터, 시장동향, 경쟁업체의

데이터및관련지역및세계경제요소에접근하여보다

정확한수요를예측하는데에도움을줄수있으며, 창고

관리(warehousing)에서는창고 ERP 시스템내에서대규

모 데이터 분석의 실시간 처리 및 재고 수준, 배달 미스

매치 및 유입배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외부정보의 수집과 분석력 확보, 예측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요하

게생각되지않던데이터가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

다는가능성에힘입어새롭게평가받고있다. 즉, 빅데이

터분석을통하여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환경이

조성되고있으며빅데이터의적극적인활용은기업의혁

신, 경쟁력, 생산성의핵심요소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

물류분야에서빅데이터분석의활용은다른분야인소셜

네트워크(SNS)나 소비재 산업에 비해서 다소 활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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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통하여운영효율성증대, 고객경험극대화및신

규 사업 개발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Gartner Group(2015) 및 DHL(2013, 2014)

등의기존선행연구에서나타난빅데이터분석의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에서 경제적 가치창

출이가능한가치모델을개발하려고한다. 또한, 본연구

는 그동안 빅데이터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던

분야인 역직구 물류,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 그리고 신

선물류등과같은새로운국가간유통및물류채널에있

어서도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어 기존

의 다른 일반적인 빅데이터 연구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

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및목적을제시하고제 2장에서는빅데이터분석의

가치모델과 공급사슬운영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내용들을 분석한다. 제 3장에서는 물류산업에서 빅데이

터 활용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물류에

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위한 가치 모델을 개발하고

그 특징과 내용들을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향후연구방향에대해기술한다. 본연구의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연구문헌등을분석하였으며국내대학의물류관

련교수들과현업에종사하는물류관련실무자들을대상

으로 인터뷰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활

용하였다.

2. 물류와 빅데이터 분석 
2.1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모델
빅데이터가 IT업계의최대의화두로떠오르면서기업

은물론공공부문에까지빅데이터에대한투자가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맥킨지 컨설팅은 빅데이터가

비즈니스의 지형을 바꿀 10가지 기술 트랜드 중에 하나

라고이야기하고있다[13]. 한편, 가트너그룹은 ‘빅데이

터가치모델: The Big data Value Model’을통해빅데이

터가치모델을설명하고있다. 먼저, 본원적활동측면에

서활용사례는고객인사이트, 제품및프로세스의효율

성,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운영의 탁월성, 디지털 마케

팅, 위험관리와준수등의여섯개의활용범주로구분했

다. 또한지원적측면에서빅데이터능력범주에는 저렴

한포괄적분석능력, 다양한형태의데이터결합능력, 비

구조화된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능력 등이 있다[14].

[Fig. 2] Selecting Impactful Big Data Use Cases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편의성이

다. 어느 가게가 더 물건 좋은지, 어디가 더물건이 싼지

를 훤히 알 수 있어 정보의 투명성을 가능하게 한다. 스

마트폰에서빅데이터분석을통해근방의음식점중에서

가장좋아하는메뉴가있는식당과이식당의맛과서비

스에관한평가를엘프(yelp)와 같은식당평가사이트에

연동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기업은 SNS 데이터를 분

석하여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특정한 영화

가성공할지, 특정한상품이잘팔릴지를예측한다. 이렇

듯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행동을예측할수있다. 또한국내신한카드는자

사의월평균승인건수 2억건과 2,200만명에달하는고

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패턴에 따라 남녀

각각 9개씩 18개의 생활방식을 도출해 새로운 상품체계

인 ‘코드나인’을선보였다. 이는 ‘코드나인’을활용해세부

적인맞춤형카드를앞세워포화상태에이른국내카드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15].

2.2 스마트 물류와 빅데이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물류란 운송, 보관, 하

역, 시설, 장비 및 물류시스템 등 물류 전 분야에 걸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향상시키고이를통해물류비용을절감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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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는 물류로 정의 할 수 있다.

물품이 배송회사에 접수된 후 물류센터로 이동되고

여러 경로를 거쳐 고객에게 배송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

정 하나하나로부터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어떤 물

품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정보, 물

품의 무게, 과정 마다 기록되는 바코드 또는 QR코드,

GPS로부터물품이이동되는경로기록등무수한데이터

가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다. 기존 대부분의 데이터는 업

무지원이목적이기때문에단지 ‘기록’의목적으로쓰이

기 위해서 보관되어 왔으며 최소한의 데이터만 남기고

삭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후 업무

처리를위한보조도구로서의역할로제한적이었지만, 앞

서 언급한 관련 데이터들을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해 나

간다면이것이바로물류의새로운경쟁력을높일수있

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16].

또한, Mikavica. et, al(2015)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통

신및컴퓨터기술의발전으로기하급수적인성장및데

이터 가용성을 제공하며 주로 보다 많은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많은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된 거대한 데이

터 세트를 말한다. 큰 잠재력과 매우 유용한 가치는 이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빅데

이터의영향은물류서비스에서인식되어대규모데이터

볼륨을 비즈니스 영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유한

자산으로 전환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 시스템에서 빅

데이터의 이점과 기회를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물류시스템이직면하는문제점과위험을강조하며

물류 시스템에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빅데이터분석은비즈니스프로세스를가속화하고운

영 수준을 향상시키며 라스트 마일 최적화가 가능한 전

달경로최적화또는데이터처리활용을실시간으로달

성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센서를 기반으로 한 선

적항목감지는현재교통상황에따라배달경로를자동

으로 변경하며 무작위로 이동하는 많은 수의 배달 리소

스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라스트 마일 배달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17].

2.3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급사슬 프로세스 
개선

KPMG의 연구보고서 ‘공급사슬 빅데이터 시리즈 파

트 3’에서빅데이터 분석을활용하여 공급사슬 프로세스

개선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분야를 다섯 가지로 정리

하였다. 첫째는 공급사슬을 수요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

는데수요기반의공급사슬이구축되면예측의정확성이

높아짐에따라재고의감소, 제품믹스최적화등이용이

해질 수 있다. 둘째, 공급사슬의 비용 평가를 총 비용 관

점에서할수있는데각거점과링크의비용을빅데이터

로구축, 분석하게되면각거점과링크의비용의이상치

를탐지할수있어공급사슬의관리가용이해진다. 셋째,

공급사슬내금융거래시거래기업간신용평가와함께

거래 관련 문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넷째, 공급사슬을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속가

능성과관련한공급사슬에서고려가필요한사항과환경

으로의영향을보다정확하게평가할수있게되었다. 끝

으로, 빅데이터 분석은 효과적인 세금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글로벌 거래에서 절세 전략의 수립은 갈수록

복잡해져가고 있다[18].

3. 물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빅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산업 군을 대표하는 주자들

이지속적으로노하우를축적하고고도화하면서높은성

과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기업들이빅데이터분석을활용해소기의성과를

달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

업과 관련성이 높은 유통, 배송물류, 해외 역직구 물류,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 그리고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바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콜드

체인 물류 등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3.1 해외 역직구와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의소비트렌드가오프라인에서온라인및모바

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이 해외 시장으로 확

대되고 있는 형태인 역직구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대되

고있다. 국내역직구몰도 2013년약 0.4만개에서 1.5만개

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쇼

핑몰을이용해화장품, 의류, 식품등을구매하는역직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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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한풀꺾인데반해역직구의경우에는성장세가가

파르다. 2015년총해외직구건수는전년대비약 2% 증

가하는데그친데비해역직구의건수는 2015년 전년대비

578.1%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19]. 해외직구와

관련한 최근 연구로 중국 온라인 택배 개선방안[20], 해

외 소비자의국내인터넷쇼핑몰이용활성화방안, 관세

청의역직구활성화전략등의전략도출에관한연구등

이 있다[21]. 공재형 외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소셜미디어채널을통한소비자들의적극적인정보공유

가 해외직구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22]. 김성·

임재욱·한상훈 등은 해외직구시장을 소비자 특성 및 통

관정책과 연계하여 연구하였다[23]. 하지만 해외 역직구

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해

외 역직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를 거의 찾

아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해외 역직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는 관련 물류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2 UPS의 빅데이터 활용
UPS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일찍 데이터의 가능성

을 보고 1980년대부터 배송 물품의 추적과 부가적인 이

동정보들을 쌓아오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880만 고객에

게배송되는 1,630만 개의 물품에대한정보가저장되고,

이것으로부터파생되는 3,950만건의트랜잭션이저장된

다. 약 46,000대의트럭에서나오는텔레메틱스센서들로

부터데이터가수집되며차량의속도, 방향, 제동, 차량의

성능등의정보가포함된다. 이데이터는배송기사의평

가 지표로도 활용되지만, UPS 중앙 서버로 수집되어 빅

데이터를 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UPS 기사들이 이용하

게 되는 주요 경로들을 재설정하는데 쓰인다. UPS는 이

러한 목적을 위해서 도로위 통합된 최적 네비게이션

(ORION: On-Road Integrated Optimization and

Navigation)이라는시스템을구축하고그간축적된데이

터, 2억 5천만 개의 주소 데이터, 그리고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송 기사들의 배달 및 집하 업무를 실시간으

로조절하고있다. ORION을통해서 2011년에만매일 85

백만마일의동선을줄여약 8.4백만갤런의연료를절약

하였으며 배송 기사당 매일 1마일의 거리만 줄여도 3천

만 달러의 비용절약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매년 1천만 갤런의 연료사용을 절감하고 1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회피하여 약 3억에서 4억 달러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러한 성과에 힘입어 향후에는 매일 운행하는 약 2,000대

의 항공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24].

3.3 자라(Zara)의 빅데이터 활용
패스트패션(SPA) 기업의대표주자중하나인자라는

빅데이터분석을활용해전세계매장의판매현황을실

시간으로 분석한 뒤 고객 수요가 높은 의류를 실시간으

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구축함으로써 재고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라는

자신들의 매장에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판매관련 빅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경쟁업체보다 빠르게 신제품

을 고객에게 출시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라는

수개월또는 1년뒤에유행할상품을예측하는대신현재

인기리에 판매되는 상품의 트렌드를 추적하여 패스트푸

드처럼 빠르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함께전세계매장

의 판매와 재고에 관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수익

을극대화할수있는 ‘재고최적분배시스템’을개발하

였다. 이를통해 ‘소량생산적기판매’라는목적을정하고

매장에서잘팔리는제품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하

여고객수요를파악한후, 고객이원하는제품을바로생

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25].

3.4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빅데이터 활용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서로 다른 관세영역에 속한 개

인및기업이특정플랫폼을통해상품구매와결제를거

친후국제물류를통해운송, 수취하는방식이다. 국경간

전자상거래는크게 B2B(기업간거래)와 B2C(기업과소

비자 간 거래) 거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B2B 거

래는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상품 홍보와 정보 전

달의목적으로이용하고실질적인통관과구매가오프라

인으로 이루어져 본질상 일반무역의 형태에 속한다. 반

면 B2C 거래는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고 상

품 배송은 주로 항공소포, 국제 우편 및 택배 등으로 이

루어지며, 한·중 간 해외직접구매와 같은 B2C 거래에서

한국과중국의소비자는양국의온라인쇼핑플랫폼을통

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양국의 물류기업들은

글로벌 물류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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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의 항저우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심지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대형 물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저우는 신선식품 수입이 많아 콜드체인

물류수요가클것이기에이분야에강점을가진물류기

업의진출이유망하다. 또한, 일대일로관련국경간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로의 제

품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물류관리 시스템

에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 빅데이터등최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물류 정보 검색, 온라인 물류 창고 운영, 물류

운영서비스등스마트물류시스템구축및물류과정의

투명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에서발생하는교역, 통관, 결제, 지불등통계를상시모

니터링 하는 국제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센터 및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27].

3.5 콜드체인 물류와 빅데이터 활용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 관련 기업은 동아시아와 중국

내물류기업과의파트너십으로전략을수립하고시장선

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콜드체인망의 강화를

중앙정부정책으로추진하고있는데중국의소득증가로

중국 내륙에서도 냉동식품에 관련된 수산물 식품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산물 시장은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은생활과고밀접, 중복구매율, 고매출창출이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 평균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시장의증가율은이미 200%를넘어섰으며, 중국의설날

을앞둔기간의신선식품판매량은평일판매량의 5-6배

에 이른다[28].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관련하여 당일배

송, 신선식품 배송과 같이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편의

를제공하고자개발된서비스측면의활용사례들도있다.

당일배송이 단어 자체 그대로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당

일, 업체 측에서 바로 배송을 시작해 완료까지 마무리해

주는 서비스의 일환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

도 평준화를 이뤄 운용되고 있을 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빠른 배송의 수요를 보다 크게 충족시켜주고 있는 서비

스로 자리매김 했다. 신선식품 배송 역시 식품업계가 추

구하는서비스측면의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사례인데,

업체 측에서 배송차량 내에 냉동보관 시스템을 구축해

과거에보관상의까다로움으로인해배송이제한됐던식

품들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게 만들었다. 소비자가 직접

판매처를방문해물품을구매하는번거로움을덜고고객

편의의범위를최대로확대시켜줄수있다. 이외에도물

류·유통업체에서정기배송시간내에물품을수령해가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주거지 근처 관공서, 편

의점등에서상품을수령해갈수있게해주는픽업서비

스시스템, 배송하는실제물품박스에손편지, 스티커등

을 삽입시켜 고객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감성 배송 서비

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최

종배송지의고객에게서비스만족을극대화시킬수있

는다양한사례들을찾아볼수있으며이러한선진물류

배송은앞으로도물류에서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질것

으로 보고 있다[29].

한편, 박남규·최우영은 중국 동북부지역 콜드체인 너

트워크 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저

온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0]. 이동렬은 한·중 FTA 시대 신선식품인 콜드체

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필요

한시점으로콜드체인물류시스템으로상품의가치보존

과 사용자의 효용을 증가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을 강조하였다[31].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진 콜드체인

물류에서빅데이터를활용하여경영성과및고객만족향

상을위한학술적차원의연구는아직부족한것으로나

타났다.

4. 물류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 모델
국내외의 많은 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시장 수요의 정확한 예측,

서비스의 급격한 맞춤화, 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은기업들이이전에사용되지않던미개발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빅데이터 또한

물류 산업에서 경영상에 당연한 트랜드와 추세가 될 것

이라는점을예측하는것이합리적이지만아직까지는물

류산업에어떻게적용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명확치않

다. 한편, DHL의 물류에서 빅데이터(BIG DATA IN

LOGISTIC)[32]의 연구결과에서는 본원적 활용만을 사

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모델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물류에서빅데이터분석의지원적활동인경

쟁우위를위한 5가지속성을동시에고려하여서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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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Fig. 3] Applications of Big Data Analytics in Logistics

먼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

DHL의 물류에서 빅데이터(BIG DATA IN LOGISTIC)

의 연구결과를바탕으로빅데이터와관련된국내외의다

양한선행연구들을새로운시각에서수정및재정립하여

물류산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가치모델을 제안하였다. 2

가지차원에서본가치모델을설명할수있는데, 우선경

쟁우위를위한속성 5가지는빅데이터가치모델의지원

적활동으로서물류업계에서빅데이터분석이효과적으

로적용될수있는경쟁우위의속성들로제시하고있다.

여기에는 핵심에 대한 최적화, 유형상품과 유형고객, 고

객 비즈니스와의 연동화, 정보의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

벌 적용범위와 로컬 주재 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물

류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과

및 운영 효율성 수준을 높이거나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을창출해낼수있는본원적활용이있다. 이러한 2가지

활동은상호작용을통하여물류산업에있어미래비즈니

스의가치창출을위하여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

활용가능한가치모델을제시하고있는데자세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운영의 효율성: 라스트 마일 최적화
‘라스트 마일’이라는 용어는 원래 통신 분야에서 사용

되었지만 이후 공급망 관리에 적용되고 있는데 화물 철

도망 및 컨테이너선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종종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운송 방법이다. 그러나

화물이 대용량의 화물기지 또는 항구에 도착하면 최종

목적지로 운송해야 하는데 공급망의 이 마지막 단계는

종종덜효율적이며제품을옮기는데드는총비용의최

대 28 %를차지하기도한다. 따라서제품비용을절감하

기 위한 라스트 마일 배송의 최적화는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라스트 마일에서 경로 최적화는 배송 과정에서의 시

간절약을목표로한다. 실시간정보의신속한처리는여

러가지방법으로이러한목표를지원하는데배송차량에

서부터 짐을 내릴 때 센서를 부착해 자동으로 탐지하면

최적의배송시퀀스를구현할수있다. 모든배송차량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수령인의 상태를 고려해 배송 시

퀀스의 연속적인 적응을 수신한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이동중에역동적으로경로를다시설정하고실시간으로

일어난사건과관련된스트림을공급받아조합하고최적

화할필요가있다. 그 결과, 운전자는배송차량에설치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된 경

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계속 성장함

에 따라 소비자의 집이나 회사에서 끝나는 배달의 마지

막 단계가 더욱 어려워졌는데 배달이 보통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집을 떠나기 때문에 무인 배달은 주

요글로벌물류기업및배달회사들사이에서중요한문

제가 되었다. 소포를 무인 상태로 방치하면 날씨에 상품

이 노출되고 순진한 고객의 현관 또는 현관문에서 패키

지를훔치는사람과같은현관해적의도난위험을증가

시킨다.

그동안 제조·유통을 포함한 물류기업들은 고객들의

입장보단주로기업측의입장에서배송비용을효율적으

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왔지만 최근

엔인터넷쇼핑몰과소셜커머스등의영향을받은전자

상거래 시장에서소비자들의 욕구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고객이 구매하는 물품을 본인들이 직접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송 받길 원하는 니즈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들 역시 마지막 배송과정인 라스트 마일에 더욱 관심을

쏟고있는추세이다. 또한, 소비자들역시물품구매과정

중본인들이 ‘얼마나만족스러운배송을받을수있는가’

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라스트 마일은 기술, 서비

스그리고감성등의다양한방법으로구현되고있다. 이

에 따라결국물류·유통 기업들도그동안의단순판매상

품의 품질 및 가격차원에서 경쟁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사와차별화된배송방법을구비한라스트마일부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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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33].

4.2 운영의 효율성: 예측 네트워크 및 가용 계획
최적의자원활용은물류업체의주요경쟁우위이다.

초과 용량은 수익성을 낮추는 반면, 용량 부족은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물류제공업체는전략적및운영적차원에

서철저한자원계획을수행해야하며전략적차원의계

획에서는유통네트워크의장기적인구성을고려하고운

영수준의계획은매일또는매월단위로용량을늘리거

나줄인다. 두가지관점모두에서빅데이터기법은계획

의신뢰성과세부수준을향상시켜물류제공업체가수

요와 가용 자원을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게 한다. 즉,

예측가치를실질적으로높이려면고급회귀분석및시

나리오모델링기법을사용하여훨씬더많은양의다양

한정보를활용할수있으며결과적으로확장된예측기

간으로 새로운 차원의 계획이 수립 가능하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고객 이해와 구매 추천의 선

구자인아마존은 ‘예측 배송’이라는또다른파격적행보

를시도하고있는데이를위해 2013년 12월고객이구매

하기 전에 배송을 준비하는 ‘예측 배송(anticipatory

shipping)’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예측

배송’은 고객이 구매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

객 주소지 근처의 물류창고로 배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는기존주문과검색내역, 위시리스트와쇼핑카트에

담아놓은상품, 반품내역, 마우스커서가머무른시간등

을활용해고객자신보다고객을더잘이해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에 바탕을 두

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측 배

송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아마

존만이 가능한 서비스로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34].

4.3 고객경험: 고객 가치 관리
유통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고객 관계의 분석 및 관리

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공용인터넷의풍부한데이터를사용할수있다. 이를통

해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고 고객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물류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객 충성도 제고를 위

한 고객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새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

하는비용보다훨씬높지만간접적인고객접점들즉, 포

털, 앱 및 간접 판매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

별고객만족도를추적하고분석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

있으며이때문에많은기업들이효과적인고객유지프

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를스마트하게사용하면계약종료에있는귀중

한고객을잃지않고다시자신의소중한고객으로유지

시킬수있으며빅데이터분석을사용하여여러개의광

범위한데이터소스를병합하여고객만족도를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물류 제공 업체의 경우 고객 접촉점,

물류 서비스품질에대한운영데이터및외부데이터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조각들은 어떻게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는가에

해답으로는 뉴스 와이어를 통해 꾸준한 판매 기록을 동

시에발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출하량을줄인고객은

일반적으로최근배송지연에대한좋지않은경험을했

을 가능성이 높으며 빅데이터 분석 정보는 이러한 사안

에 대하여 고객 유지 활동이 긴급한 필요함을 물류기업

에게 알려준다.

또한, 물류기업은 포괄적인 정보 풀에서 시멘틱 텍스

트 분석, 자연어 처리 및 패턴 인식과 같은 기술을 적용

하여모든단일고객의마찰가능성을추출할수있으며

자동생성된트리거에서공급자는사전대책및고객충

성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4.4 고객경험: 지속적 서비스 개선과 제품 혁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등의 활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및새로운서비스혁신을추구한다. 물류제공업체

는고객피드백을수집하여서비스품질및고객기대치

및요구사항에대한중요한통찰력을제공하는데이피

드백은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주요 정보

원이며 새로운 서비스 혁신의 관념에 중요한 요소이다.

고객 피드백 평가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려면 최대한

많은 터치 포인트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과거에는 CRM 시스템 및 고객 설문 조사를 통해 단

일소스가수집되었으나오늘날빅데이터솔루션은공용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많은 양의 유용한 데이터에 대

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소셜 네트워크와 토론 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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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공개적으로그리고익명으로서비스경험을공

유하지만 자연어 처리에서 관련 고객 의견을 직접 추출

하는것은수십억명의인터넷사용자가만든거대한건

초더미에서작은바늘을찾는것과같다. 하지만, 거대한

빅데이터속에서각각의일회성사건과의상관관계를확

인하고 한 고객만이 아니라 전체 고객 기반에서 귀중한

통찰력을얻어서영업및마케팅활동에대한응답, 고객

서비스문의및불만사항관리등에효과적으로사용할

수 있다.

4.5 신사업 모델: B2B 수요 및 공급사슬 예측
빅데이터 분석의 힘을 적용하여 물류 제공 업체는 유

통네트워크를통해상품흐름으로부터상세한미시경

제 통찰력을 추출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수백만 건의 출하량에서 축적 된 거대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리적 및 산업 부문의 수요와 공급의

모양이나특징을개발할수있다. 특히자체적인시장분

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적

기록집계데이터를활용한수요공급예측정확도를향

상시킬수있는중소기업을위한시장 인텔리전스(market

intellige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가

주요 신규 사업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류 비즈니스에 있어서 출하 기록 즉, 원산지, 목적

지, 상품유형, 수량의집합은귀중한시장정보의광범위

한출처인데우편개인정보가유지되는한물류제공업

체는기존외부시장조사를구체화하기위해이데이터

를정제할수있다. 회귀분석등을통해출하데이터베

이스의세밀한정보는기존수요및공급예측의정확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높은 예

측가치를지니며이복합된시장인텔리전스는제 3자가

제공할수있는매력적인서비스이다. 광범위한잠재고

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된 예측은 산업, 지

역및제품카테고리별로세분화맞춤형시장조사를수

행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물류중소기업에서활용될

수 있으며 물류산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신규 사

업모델이 될 수 있다.

4.6 신사업 모델: 실시간 로컬 인텔리전스
도시지역의가속화된성장은도시계획활동과환경

모니터링의중요성을증가시키는데물류공급업체는운

송차량에부착된다양한센서를사용하여풍부한환경

통계를 산출 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 세트에는 오존 및

미세먼지오염, 온도및습도, 교통밀도, 소음의측정및

도시 도로를 활용한 주차 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

시간영상및센서데이터로부터구조화된정보를추출

빅데이터 기술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도출을 위한 근본거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배송 차량에 부착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 환경관련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데이터기반제공이가능한신사업모델로서본연

구에서는중국에서많은다양한사업자들이등장하고있

는 군중 기반 픽업과 배송(crowd based pick-up and

delivery)과 관련된 내용을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

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중의 지혜와 능력은 비즈니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수있는강력한해결책이될수있는데인력소싱,

초기 자금, 네트워크 연구의 수행은 군중으로부터 지원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중 기반의 접근 방식을 물류

네트워크에적용하면라스트마일에서상당한효과를거

둘수있다. 이를활용하는방식은출퇴근하는직장인, 택

시 운전수, 통학하는 학생들 등을 그들의 이동 경로 중

라스트 마일 배송을 넘겨받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다. 대

규모군중과제휴함으로써가끔운송업자들은편하게배

송할 수도 있다. 특히 군중 기반 배송을 농촌과 인구가

적은지역에서라스트마일배송비용을절감할수있다.

그런데 군중 기반의 접근 방식은 무작위로 이동하는 엄

청난 수의 군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실시

간 데이터 스트림은 각각의 위치와 목적지를 바탕으로

사용가능한수송물량을할당하고, 추적한다. 모바일어

플리케이션을통해접속한군중들은현재자신의위치를

올리고 배송 임무를 내려 받는다.

5. 결론 및 시사점
DHL은 ‘Logistics Trend Radar’ 보고서를 통해 쌓여

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새로운 석유’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가치와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지금의 석유는 경쟁

력이매우높은자원으로석유없이는현재문명을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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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없거니와석유를생산한다는것은국가의부를보

장하는수준의중요한자원이되어있다[35]. 한편데이터

는그것을수집하고정리하는것도힘들지만그것만으로

는큰역할을하지못한다. 올바르고정확한분석과그것

을 사회적 현상과 연관시켜 결론지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36]. 이러한차원에서본가치모델을통한빅데

이터분석및활용의장점은각산업의입장에서상당히

집약된정보및전략적시사점을쉽게이해할수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각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사

슬 중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가능할

것인지에대한명료한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지만단

점으로는각기업들이처한구체적인비즈니스환경에서

전략적시사점을모든기업에게일반화하기어렵다는점

에 있다.

한편, 빅데이터는 물류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핵심적인요소이지만물류산업에서빅데이터를어

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할지 쉽게 그려지지 않고 있지

만그필요성이다른어떤산업보다도높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인 시사점

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그동안주로물류산업부문에

서 다루어왔던 내용들을 학문적인 차원으로 도입하여

본격적인학술차원의연구를활성화하려는노력을기울

였다는점에있다. 또한빅데이터분석의활용은물류제

공자가고객서비스향상과더나은비즈니스성과를위

해 도입해야할 필수적인 경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물류분야에서빅데이터분석을통하여물류기업의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물류관련

신규사업모델을창출할수있는기본적인비즈니스모

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실무적인 시사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연구

주제였던한정된산업범주에서벗어나물류산업에서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더나아가물류산업비즈니스의미래요구사

항을 예측하기 위하여 가치 모델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산업에서도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내의중요도에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한가치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가치 모델에서

제안한빅데이터분석의활용에대한내용들이물류산업

의미래가치창출에실제로기여하였는지에대한여부와

영향력등에대한실증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

점에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

가지속되기를바라며물류산업뿐만아니라다른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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