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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물류 분야 메가트렌드 (Mega Trend in Urban Logistics)
메가트렌드(Mega Trend)는 사업,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미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영향력(Global forces)을 뜻함
메가트렌드는 서로 다른 산업, 회사, 그리고 개인에 대해 다양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짐,
이러한 메가트렌드와 이들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사업의 미래 전략, 발전, 그리고 혁신
과정, 그리고 주요한 제품개발 및 기술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그림 1] 글로벌 메가트렌드 (Global Mega Trend)

도시 물류 Mega Trend (요약)
① 2025년에는 5명중 3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매일 약 0.1개의
배달이 발생하며, 도시 내에서는 매일 5억 건 이상의 배달이 발생함
② Urbanization, Connectivity, Convergence, Bricks and Clicks, high-speed rail,
multimodality 등의 메가트렌드는 도시 물류의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③ 온라인 소매업의 성장은 도시 내 화물 교통의 성장을 야기할 것임, 온라인 소매업은
2025년까지 매년 19.0%씩 성장하여 $4.300 Trillion 에 도달 할 것임
④ 도시화에 의한 도시 물류 소비는 2020년까지 3배 증가하여 $5.980 Trillion으로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20년 전체 물류소비의 4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⑤ 도시 물류의 아웃소싱 비중은 2020년까지 전체 도시 물류 소비의 50%까지 증가하며,
소매업, 제약업, 식료품업 등의 산업도 도시물류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⑥ 미래 도시 물류의 물류서비스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차량, 통합 배달, Locker boxes
등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할 것으로 전망됨
⑦ 도시 계획 時 물류의 성장을 위해 자동차 접근 제한, 화물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투자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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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 물류 : Urban Logistics: Key Takeaways, Global, 2011

미래 도시물류 글로벌 트렌드 예측을 보면 2025년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Mega city)가 전세계에 35개가 생겨나 全세계 도심개발의 77%가
메가시티에서 이뤄지고, 인구 5명 중 3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글로벌 도심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20년까지 고속 물류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5,000km이상의 신규 고속철도
선로가 건설될 전망임

[그림 3] 도시 물류: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영향, 20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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