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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동학술대회

모시는 글
존경하옵는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물류과학기술학회, 한국SCM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물류/SCM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 민순홍입니다. 현 인류의 삶을 뒤흔든 COVID-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에 닥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는 지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만이 확실한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혈관역할을 담당하는 물류/SCM 관련 산업·기업·전문가들은 뉴노멀 시대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혁신적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공동학술발표대회는 Data & Information, Policy & Services A·B, Green Logistics,
Forecasting & Inventory Management, Performance & Optimization A·B, Global SCM, Facility Logstics & Automation A·B 총
10개의 주제에 대해 엄선한 50여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으며, 학생 논문경진대회, 혁신사례발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CSCO포럼 등을
통해 산·학·연·정 전문가는 물론 차세대 연구자들이 함께 뉴노멀시대 물류/SCM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경북 산업 생태계 혁신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동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물류/SCM 경쟁력을 회복함은 물론 뉴노멀 시대 물류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민순홍

안녕하십니까? 한국SCM학회장 한현수 교수입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정성 들여 준비한 2022년 한국로지스틱스학회·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한국SCM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에
KSCM회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KSCM학회 측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김준석 KSCM조직위원장님과 여러 조직위원님 들,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후원을 하여 주신 기업체 임원분들, 그리고 논문 발표를 하여
주시고, 산업자원부 표창 KSCM대상 사례 발표 등으로 학술대회의 콘텐츠를 풍요롭게 하여 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는11월의 첫날 SCM/물류 분야 산학연 학술 교류의 유익한 모임이 될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여러 회원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SCM/물류 최신 연구와 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배우고, 또한 정겨운 동료, 선배 분, 후학 분과 함께하는 이번 가을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SCM학회장 한현수

안녕하십니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장 하헌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의 공포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멈춰있었던 산업시장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공포 상황에서도
물류는 새벽배송, 로켓배송, 해외배송 등의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켜내 주었으며 이러한 역할에 보답이라도 한 듯 전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본격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높은 물가와 급격히
상승하는 환율은 이런 어두운 전망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전세계적인 물동량이 줄어들어 물류
산업의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통해 물류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리를 통해 여러 물류 전문가와 연구자분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물류 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하헌구

■ 한국로지스틱스학회·한국SCM학회·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2022년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민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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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SCM학회 회장 한현수

•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하헌구

• 총괄조직위원장 채준재
• 공동조직위원장 김준석,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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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비
일

반

전일제 학생 (대학원생 포함)

회 원

10만원

3만원

비회원

15만원

5만원

*회원 : 3개 학회 중 1개 이상 소속 회원

문의

• 주소 : 0878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56-5 디오슈페리움1단지 제4층 제오티407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사무국
• 전화 : 010-6694-1955(사무국)
• E-mail : master.klogistics@gmail.com
• 홈페이지 : http://www.logistics.or.kr

발표장 안내도

학술대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 지하2층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A, B, 소회의실 1~5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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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주제 : 고부가가치 지향 물류 산업의 재도약
시간
09:00 ~ 10:20

프로그램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이사회/총회]

장소
중회의실 B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대학생논문발표경진대회]
좌장 : 최동현 교수(한국항공대학교)
1.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객선호도 기반 원두추천 시스템 개발
: 함대건, 김연준(공군사관학교)
2. 한강 수상물류 기반 공동물류지원체계 도입 추진 방안 제안
: 박장완, 이동건, 연다민, 홍한비, 유충연(고려대학교)
3. 한국 물류산업의 시장 집중도 변화와 특성 연구
: 조해담, 문지현, 김근영(강릉원주대학교)

10:00 ~ 10:50
11:00 ~ 11:50

4.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이용한 취미활동 추천 알고리즘 개발
: 임종현, 박병현(공군사관학교)
5.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OTT 컨텐츠 성공요인 분석
: 김재영, 임승혁(공군사관학교)

중회의실 A

6. 도심지역 드론택배 성능 및 제원 표준안 연구
: 박지준, 이주호(공군사관학교)
7. 퀵커머스 물류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 정인서, 노현진(덕성여자대학교)
8. 다기준 의사결정 모형(ENTROPY-TOPSIS)을 활용한 물가상승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 정순우, 신명성(공군사관학교)
9. 지하 물류 프로세스 구축 방안-서울을 중심으로
: 강동균, 김지훈, 서 준, 유현국, 이승우(한국항공대학교)
10. 위험도 성능기반 드론택배 비즈니스모델 연구
: 김 강, 임유섭(공군사관학교)
1. 화물정보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개방형 화물정보망을 중심으로
• 발표자: 설진우 • 공동저자: 조남욱 •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술발표 1
10:40 ~ 12:00

Data & Information
좌장: 남대식
(인하대학교)

2. 항만물류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 트럭 TAT(Turn Around
Time) 분석 및 예측
• 발표자: 양현석 • 공동저자1: 송향섭 / 공동저자2: 김현민
• 소속: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3.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수요 예측 모형 개발: 몽골 유통 기업 사례 High Utility Itemset
Mining Using Sequential Layer
• 발표자: 이강현 • 공동저자: 방선호 • 소속: 인천대학교
4. 공동택배서브터미널의 배송영역 설정을 위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연구
• 발표자: 이기주 • 공동저자: 채준재 • 소속: 한국항공대학교
5. 토픽 모델링 기반의 도시철도 물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텍스트 정보 분석 연구
• 발표자: 황선우 • 공동저자: 김영민 • 소속: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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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장소

1. 고속철도 개통이 철도운송과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이제정 • 소속: 인하대학교
학술발표 2
Policy & Services B
좌장: 윤봉규
(국방대학교)

2. 부족분 게임에서 정보가치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임정혁 • 공동저자1: 권민석 / 공동저자2: 문성암 • 소속: 국방대학교
3. 택배물류서비스의 공공서비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최병선 • 공동저자: 허성호 • 소속: 서울대학교

소회의실 1

4. 여객기 화물칸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발표자: 최윤지 • 공동저자: 박용하 • 소속: 인하대학교
1. 재생가능 포트폴리오 표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발·송전 확충계획에 관한 연구
• 발표자: Agus Sanjaya • 공동저자: 정봉주 • 소속: 연세대학교

학술발표 3
Green Logistics
좌장: 천동암
(서울사이버대학교)

2. 수소 정책 및 인식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한 수소 공급망 입지 제안
• 발표자: 류한별 • 공동저자1: 이혜인 / 공동저자2: 강명구 / 교신저자: 남대식
• 소속: 인하대학교
3. 혼합 가능 제품에 대한 물류 센터 및 공급망 최적화: 한국 사업장폐기물 처리 산업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 발표자: 오세원 • 공동저자: 문일경 • 소속: 서울대학교

소회의실 2

4. ESG시대와 물류기업 적용 사례 연구
• 발표자: 장석준 • 공동저자: 권오경 • 소속: 인하대학교
5. 화물기종과 노선 운영 방식에 따른 화물 단위 (kg)당 CO2 배출량 차이 비교 분석
• 발표자: 최범식 • 공동저자: 김용진 • 소속: 비오로지스틱스

10:40 ~ 12:00

1.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병관 • 공동저자1: 박지선 / 공동저자2: 남대식 • 소속: 경기연구원
학술발표 4
Forecasting &
Inventory management
좌장: 김영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항공 수요와 공항 주차장 간 상관관계 및 수요 특성 분석
• 발표자: 김선규 • 공동저자: 김태승 • 소속: 인하대학교
3. 택배 공급 수요측면을 고려한 서비스 취약지역(음영지역) 도출
• 발표자: 김진재 • 소속: 인하대학교

소회의실 3

4. 수요예측 위험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소비재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발표자: 진은경 • 공동저자: 권오경 • 소속: 인하대학교
1. Routing Optimization for Improving Utilization of Byproduct Hydrogen by
Hydrogen Station on Expressway
• 발표자: JIANG TING • 공동저자: 남대식 • 소속: 인하대학교

학술발표 5
Performance &
Optimization A
좌장: 신영철
(아주대학교)

2. Taxi GPS Data in Crowdsourcing Delivery: Key Points Identification and Relay
Station Location Recommendation
• 발표자: XU SHUYA • 공동저자: 남대식 • 소속: 인하대학교
3. 슬라이싱 트리 구조에 기반을 둔 수정된 산호초 최적화를 이용한 불균등 면적 시설 배치문제 해결
• 발표자: 정동진 • 공동저자: 채준재 • 소속: 한국항공대학교

소회의실 4

4.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에서 동적 최적화 활용에 관한 연구
• 발표자: 남광식 • 공동저자: 문성암 • 소속: 국방대학교
5. 3자물류를 활용한 해군 물자 최적수송모델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이종영 • 공동저자: 정봉주 • 소속: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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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동학술대회

시간

프로그램

학술발표 6
10:40 ~ 12:00

Global SCM
좌장: 이성희
(호서대학교)

장소

1. Analysis

of causality between Railways and Economic Growth,
The case of Uzbekistan.
• 발표자: Akbar Usmanov • 공동저자: 김태승 • 소속: 인하대학교
2. Research on Regional Logistics Efficiency in China's Yangtze River Economic Belt
• 발표자: Ma Yunyao • 소속: 인하대학교

소회의실 5

3. Research

on Railway Freight Efficiency in the Areas alo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 발표자: TIAN JIAN LUO • 공동저자: 권오경 • 소속: 인하대학교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10

등록
[개회식 및 시상 행사]
사회: 남현정 교수(덕성여자대학교)
• 개회사: 민순홍(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 환영사: 1. 한현수(한국SCM학회 회장)
2. 하헌구(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회장)
• 축 사: 1. 김성진(미래물류기술포럼 의장)
2. 서병륜(로지스올 회장)
[2022 한국SCM산업대상 수상]
심사총평: 이동호 교수(한양대학교)

시상: 한국SCM학회 한현수 회장

• 산자부 장관표창 & 한국SCM산업대상
- 로지스틱스부문: 포스코플로우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광수)
• 산자부 장관표창 & 한국SCM산업대상
- 개인부문: 문성우 부사장(삼성전자)
• 한국SCM 산업대상
- 솔루션부문: 오토스토어시스템 유한회사(대표이사 김경수)
13:10 ~ 14:20

• 한국SCM 산업대상
- 개인부문: 이봉현 대표(네오시스템즈 주식회사)

국제회의장

[제7회 이영해 SCM학술상]
심사총평: 한국SCM학회 한현수 회장

시상: 한국SCM학회 한현수 회장

• 제7회 이영해 SCM학술상
- 이규민 교수(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2022년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논문경진대회 시상]
심사총평: 권용장 부회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상: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하헌구 회장

• 대상
- 정시배송 가능시간대(time window) 제시를 위한 다중정류소(multi-depot) 다회전(multi-trip) 차량경로문제:
온라인 할당 및 오프라인 재할당 접근법 / 이기주, 정동진, 채준재(한국항공대학교)
• 우수상
- V2V(Vehicle to Vehicle) 집화 및 배송체계의 간선차량 순환노선 설정문제 / 정동진, 이기주, 채준재(한국항공대학교)
- UAM과 드론을 사용한 도시물류상의 선택적 이중구조 오리엔티어링 문제 / 김동균, 차형주, 정태수(고려대학교)
- 버퍼 활용 무작위 빈 패킹 문제를 위한 강화학습-휴리스틱 결합 모델 / 김민지, 이강훈, 장병탁(서울대학교)
• 장려상(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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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대학생논문발표경진대회]
심사총평 및 시상: 최동현 교수(한국항공대학교)
[2022 한국 대학생 S&OP 경진대회 시상]
심사총평: 심창섭 대표(아이하임컨설팅)
13:10 ~ 14:20

시상: 한국SCM학회 김준석 조직위원장

• 수상팀: Choi

and Chang(아주대학교), 유감자(아주대학교), 오이강박증(아주대학교), microwave(아주대학교),
Heuristic(아주대학교), sprout(중앙대학교)
[최우수 논문상 및 우수논문상 시상]
심사총평 및 시상: 총괄조직위원장 채준재 교수
• 최우수 논문상 3편
• 우수 논문상 7편

14:20 ~ 14:40

커피 브레이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포럼 세션Ⅰ]
시간

내용

14:40 ~ 14:55

15′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식

경상북도

14:55 ~ 15:05

10′

업무협약식(MOU)

경북도, 김천시, 경북TP,
한국로지스틱스 학회

15:05 ~ 15:10

5′

단체사진 촬영

15:10 ~ 15:40

30′

주제발표 : ‘도심형 물류센터 구축 및 라스트마일 혁신전략’

15:40 ~ 16:00

20′

주제발표 토론

학술발표 7

좌장: 정호상
(인하대학교)

국제회의장

한국유통연수원 마종수 교수

1.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방향
• 발표자: 신승진 • 공동저자1: 노홍승 / 공동저자2: 계동민 • 소속: 한국교통연구원

Facility Logistics &
Automation B
14:40 ~ 16:00

비고

2. 화물 운송 전용 수평이송장치의 안전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이재덕 • 공동저자1: 김주욱 / 공동저자2: 김영민 / 공동저자3: 황재민 /
공동저자4: 채우리 / 공동저자5: 장경호 • 소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회의실 1

3. 스마트 시티를 위한 주거단지 물류자동화 시스템
• 발표자: 임석철 • 소속: 아주대학교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2022년 물류분야 논문경진대회]
좌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무홍 부연구위원
시간

논문제목

저자

소속
한국항공대학교

14:40 ~ 15:00

정시배송 가능시간대(time window) 제시를 위한
다중정류소(multi-depot) 다회전(multi-trip)
차량경로문제: 온라인 할당 및 오프라인 재할당
접근법

이기주, 정동진, 채준재

15:00 ~ 15:20

V2V(Vehicle to Vehicle) 집화 및 배송체계의
간선차량 순환노선 설정문제

정동진, 이기주, 채준재

한국항공대학교

15:20 ~ 15:40

UAM과 드론을 사용한 도시물류상의 선택적
이중구조 오리엔티어링 문제

김동균, 차형주, 정태수

고려대학교

15:40 ~ 16:00

버퍼 활용 무작위 빈 패킹 문제를 위한 강화학습휴리스틱 결합 모델

김민지, 이강훈, 장병탁

서울대학교

소회의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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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동학술대회

시간

프로그램

장소

[(사)한국로지스틱스학회 물류혁신사례발표]
주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풀필먼트 혁신
시간

14:40 ~ 16:00

진행: 김철민 대표(비욘드엑스)
제목

발표자

14:45 ~ 15:00

셀러를 위한 물류 엑샐러레이터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onnectx/us/
contents/220208175744776uN

박용석 대표(볼드나인)

15:00 ~ 15:15

AI 기반의 초간단 물류 경쟁력
https://www.chosun.com/economy/startup_
story/2020/11/03/QC33N234MRARTIG7KXAQV3H3ZA/

박진수 대표(콜로세움)

15:15 ~ 15:30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택한 물류로봇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onnectx/us/
contents/220606215859252jt

이찬 대표(플로틱)

15:30 ~ 15:45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 물류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onnectx/us/
contents/211208183023719zn

안성찬 대표(HRM)

15:45 ~ 16:10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물류의 미래

소회의실 3

토론: 박용석 대표, 박진수 대표,
이찬 대표, 안성찬 대표
사회: 김철민 대표(비욘드엑스)

[(사)한국SCM학회 한국SCM산업대상 수상기업 발표회]
좌장 : 한국SCM학회장 한현수
상격

수상분야

발표기업

산업자원통상부 장관표창 & 한국SCM산업대상

로지스틱스 부문

포스코플로우 주식회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표창 & 한국SCM산업대상

개인 부문

삼성전자

한국SCM산업대상

솔루션 부문

오토스토어시스템즈 유한회사

한국SCM산업대상

개인 부문

네오시스템즈 주식회사

발표시간
소회의실 4
15′ 이내

1. GIS활용한 도심 물류센터 거점 선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 발표자: 전인성 • 공동저자: 안승범 • 소속: 인천대학교
학술발표 8
Performance &
Optimization B
좌장: 서정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지역간 택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드론배송 모형
• 발표자: 김동직 • 공동저자: 남대식 • 소속: 인하대학교
3. Ramp-up capacity optimization for introducing new products
(신제품 출시를 위한 초기 생산능력 계획의 최적화)
• 발표자: 정재원 • 공동저자: 김태복 • 소속: 한양대학교
4. Fuzzy AHP를 활용한 전투기 성능개량 지수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조영재 • 공동저자1: 최경환 / 공동저자2: 민순홍 • 소속: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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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포럼 _ 세션Ⅱ]
시간
16:20 ~ 16:40

16:50 ~ 17:40

내용
20′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례발표

50′

패널토론

비고
박성근 센터장
국제회의장
박인환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장, 윤상영 김천시 미래혁신과장,
서울대 허성호 교수, 부경대 이정윤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센터장,
철도기술연구원 김영주 박사, ㈜피엘지 박순호 대표

1. 항공자유화 협정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운송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 발표자: 김갑봉 • 소속: 인하대학교

학술발표 9
Policy & Services A
좌장: 안승범
(인천대학교)

2. 블록체인 기반의 아트플랫폼 품질특성과 기술수용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중심으로
• 발표자: 김동윤 • 공동저자: 김준석 • 소속: ㈜한국교육데이터
3. 항만 컨테이너 사전 전수검색 의무화에 따른 수출입 법 고찰: 체계적 문헌고찰 기반
• 발표자: 배정준 • 공동저자: 서정용 • 소속:동양시스템즈㈜

소회의실 4

4. SNA를 활용한 아시아 항공화물 네트워크 분석
• 발표자: 신지우 • 공동저자: 최동현 • 소속: 한국항공대학교

16:20 ~ 17:40

5. 택배 및 라스트마일 배송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발표자: 이명화 • 공동저자1: 박민영 / 공동저자2: 김운수 • 소속: 인하대학교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이사회/총회]

소회의실 2

[(사)한국로지스틱스학회 라운드테이블]
주제: ESG와 로지스틱스 서비스
• 발표자: 김대기(고려대학교)
• 패 널: 권오경(인하대학교) / 김형태(전 삼성SDS 부사장) / 이상근(삼영물류대표)
이용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조승용(AT kearney 대표)

소회의실 3

1. 무인 배송서비스 적용 사례 연구: ETRI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은혜 • 공동저자: 정 훈 •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학술발표 10
Facility Logistics &
Automation A
좌장: 김병수
(인천대학교)

2. 군 스마트웨어하우스 물품 저장관리 효율화 모형 연구
• 발표자: 문기준 • 공동저자: 이문걸 • 소속: 국방대학교
소회의실 1
3. 공동물류 택배터미널의 모델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연구
• 발표자: 박재민 • 공동저자: 김영민 • 소속: 아주대학교
4.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형랙 AS/RS의 운영규칙 평가
• 발표자: 박정태 • 공동저자: 김보성 / 교신저자: 홍순도 • 소속: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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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개요
특구 개요
목적 : 도심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및 친환경 고효율 말단배송 체계 및 수송기기 실증 산업화을 통해 전후방 지역기업 성장지원
위치·면적 : 경북 김천시 황금동, 율곡동, 일반산업단지 등 일원 73.78㎢
사업자/지정기간 : (주)메쉬코리아 등 11개사, ‘21.8.1~’25.7.31(4년)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전체사업 개념도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 실증

도심형 근거리 배송서비스 기반의 도심 특화 풀핀먼트 서비스와 배송 거점 센터의 물리적, 논리적 통합 → 경제성, 친환경성 강화

신규특구사업자 참가 및 기타 문의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

054)880-2482

mysky0177@korea.kr

경북TP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

054)437-9538

hkant@gbtp.or.kr

ǁǁǁ͘ƉŽƐĐŽĨůŽǁ͘ĐŽŵ

sĂůƵĞŽŶŶĞĐƚŽƌĨŽƌůů

검색

0878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56-5 디오슈페리움1단지 제4층 제오티407호
TEL : 010-6694-1955(사무국) E-MAIL: master.klogistics@gmail.com
www.logistics.or.kr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경영관 603호
TEL : 02-2282-5269 FAX : 02-2282-5268 E-MAIL: kscm@kscm.org
www.kscm.org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동 206호
TEL : 031-460-5921 E-MAIL: office@klst.or.kr
www.klst.or.kr

한국로지스틱스학회·한국SCM학회·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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