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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impact of fresh food handling via rapidly expanding online logistic centers based on loc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Previous studies pertaining to location factor analysis and location theories were used to examine the location and shipping 
area characteristics of logistics centers in Korea. Moreover, this research classifies space of logistics centers into an inventory area, 
sub-inventory area, moving area, and a loading area to analyze the spatial arrangements and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vealed that fresh food handling logistics centers tend to consider consumption factors important, therefore locating their logistics 
centers close to a city centre. Regarding spati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fresh food handling city logistic centers were found to have 
individual inventory area and integrated loading area, but no sub-inventory area for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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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사고파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9년 3.3조 달러에서 2020
년 4.2조 달러, 2021년 예측치 5조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

에 있다(Abrams, 2021). 국내 이커머스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배송시간을 줄이고 배송권역을 넓히려

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

터가 급증하고 있다.
넓은 배송권역을 담당하는 중심 거점인 허브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라스트마일1)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등

장한 도심형 물류센터도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국내 이

커머스 점유율 상위에 있는 쿠팡과 이마트도 각각 쿠팡 

캠프, PP(picking and Packing) 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자체 

도심형 물류센터를 다수 구축하였다. Oh & Kim(2021)에
서는 한국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수요가 밀집되어 향

후 라스트마일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기업 간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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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지까지 마지막 1마일의 짧은 구간을 일컫는 말로,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단계를 뜻한다. 

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5년 마켓컬리의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 

도입 이후, 여러 이커머스 업체들의 신선식품 배송 경쟁

이 점화되었다. 쿠팡은 신선식품 물류센터의 추가 설립 

계획이 있으며, 네이버는 최근 CJ대한통운과 협력하여 신

선식품 물류센터를 신설하였다(Park & Park, 2021).
물류센터의 변화와 증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

한 건축적인 논의는 뒤처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화두가 된 신선식품 배송을 연결지어, 
신선식품의 유통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입지와 건축

에 있어 어떠한 차별적 특성을 만들어내는지 조사한다. 
또한, 향후 신설될 물류센터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건
축 분야에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물류센터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건축 이외의 연구는 

활발하다. 물류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션

을 제시하는 연구나, 물류센터의 입지 요인 분석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Kim, Yoon & Song(2020)은 서울

시의 실제 공간환경을 반영하여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

해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물류센터 입지를 산출하였다. 
Park, Kim & Yeo(2019)는 표준 적재 모듈 기준과 운영 

장비별 이동 통로 기준 등을 이용하여 사용 장비와 물류 

규모에 따른 최적 보관면적 산출식을 제시하였다. Sun & 
Lee(2016)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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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프로세스에서 효율적인 운반 장비 대수를 선정하였

다. 도심형 물류센터와 운송수단의 효율화 방안을 구분하

여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등의 측면에서 각 방안의 성능

을 비교하는 연구 또한 있었다(Lee & Park, 2016). 
물류센터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계층화 

의사결정법(AHP)2)을 활용하여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각 회사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 중 Woo 
& Bach(2015)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물류센터 입지요

인의 가중치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인을 종합하여 

정량 비교가 가능한 GRA(Grey Relational Analysis)3)를 활

용하여 경북지역의 최적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에 반해 물류센터의 건축 공간에 관한 연구는 최근

에서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Jo(2020)는 자동화, 대형

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현대 물류센터의 공간을 접안공간, 
적재공간, 이동공간으로 구분하여 자동화 구축 방식의 차

이가 각 공간의 관계와 건축적 구축 방식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im(2020)은 신선식품 온라인 유

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자 공간, 물류창고, 소비

자 공간, 온라인 공간으로 세분하고 이들의 도시 공간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Jo(2020)와 달리 도심형 물

류센터를 포괄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연

구를 진행하고, 신선식품 유통이라는 건축물 외부 요인이 

건축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Kim(2020)에서 각 공간의 상호관계에 집중했던 반면, 물
류센터라는 건축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차

이가 있다.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물류센터를 

직접 소유하거나, 대규모 다수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사의 운영방식에 최적화와 표준화가 

진척되어 각 기업의 특성과 연결된 물류센터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시장 점유율이 

높고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 모두 갖추고 있

으며, 신선식품에서도 선두에 있는 이마트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0년 1분기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

버, 쿠팡, 이베이, 11번가, 롯데 온(롯데마트), SSG닷컴(이
마트) 순이었으며, 2020년 6월 이마트는 이베이 인수를 

통해 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다(Kim, 2021). 점유율 1위인 

네이버는 CJ대한통운과 협업을 거치며 자체물류센터 구

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기존 유통 네트워크를 가진 

2)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기법으로, 평가 기준을 계층화하고, 계층화된 

평가 기준에 따른 다수 주체의 응답에 대해 일관된 중요도를 산

출한다.

3) 복수의 기준에 비해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다루는 회

색이론(Grey Theory)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기법 중 

하나로, 이상적인 목표와의 상관성을 측정하여 부족한 정보로도 

효과적으로 최적 대안을 판별할 수 있다. 

업체와의 제휴에 집중한 만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

축 현황은 이마트와 쿠팡이 훨씬 앞서고 있다.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은 이마트를 선두로 하여 마켓

컬리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이를 뒤따르고 있다. 일
주문건수 기준으로 볼 때 마켓컬리 역시 이마트에 뒤지

지 않으나, 마켓컬리는 허브 물류센터만을 보유하고 있어 

도심형 물류센터를 다수 보유한 이마트가 분석에 더 적

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Company MAU
(mil.)

SKU
(thou.)

Daily
Orders
(thou.)

No. of 
Logistics Centers
Hub City

Coupang 25.3 5,110
*300,000 3,300 31 ≥75

E-mart **10.4
***4.0 30.0 ≤140 3 ≥115

Home Plus 2.0 17.0 - 0 ≥107
Lotte Mart 1.7 22.0 ≤10 1 ≥12
Market Kurly 2.9 8.5 120 4 0
Naver ≥20.0 *800,000 - 3 0

Table 1. Performances of Major E-commerce Companies
MAU : Monthly Activity User, SKU : Stock Keeping Unit,
* : Including Open Market, ** : Including eBay, *** : Not Including eBay,
- : No Information

이마트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으로 출발하였으나, 2014
년 온라인 마켓인 SSG닷컴을 열며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였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는 배송

지와 배송하는 물품이 주문마다 다르므로, 이마트 매장으

로 일관된 물품을 배송하는 오프라인 물류센터와 배송 

특성에 차이가 있다. 이에 연구 대상을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마트를 사례로 하고 타 기업의 물류센터

와의 비교를 통해 주요 물품으로서 신선식품의 취급이 

물류센터의 입지와 건축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첫째, 물류센터의 입지와 배송권역의 특성을 관찰하고, 

배송권역 간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물류센터 입지선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취급 품목에 따

른 요인별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물류센터의 공간요소를 접안공간, 이동공간, 적재

공간, 보조적재공간으로 분류하여 신선식품의 취급에 따

른 공간요소 간 배치 관계 및 각 공간의 구축 특성을 분

석한다. 인간의 행위보다 물류 흐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

는 공간인 만큼, 물류센터 내 사용 설비를 조사하여 공간 

분석에 활용한다.

2. 이론 고찰

2.1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정의

물류센터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물류창

고와 스마트물류센터를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창고는 ‘화
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

시설, 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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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

인 보관장소를 갖추어야 한다.5)

스마트물류센터는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일컫는다.6) 그러나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물류센터는 첨단 설비의 구축 정도나 

인증 여부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도심 내 위치한 물류센터의 경우 물류창고업

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경우도 있어 법률을 이용하

여 물류센터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점을 인지하여 Jo(2020)에서는 정보화, 자동화를 기반

으로 기본기능인 화물의 운송과 보관, 하역 및 부가적 역

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물류시설을 포괄하여 물류센

터로 정의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정보화

와 자동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 전반에 대해 바라보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완전

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

화 여부와 관련 없이 화물의 보관, 하역, 출고, 배송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물류시설을 물류센터로 본 

Levi(2003)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온라인 배송을 위주로 하는 물류센터임에도 매장

형 물류센터와 같이 보관공간이 오프라인 매장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는 해당 물

류센터의 기능 중 대부분이 온라인 매장을 위해서만 운

영되는 것으로 정의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물류센터를 다

루는 것으로 한다.

2.2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의 구분

Jo(2020)는 국내 물류시설의 대형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 물류시설에는 이러한 대형화 흐름 외에 도

심지 접근 및 소형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적으로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형 창고가 도심지 곳

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창고들이 보관뿐만 아니라 

배송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Um, 2020).
이러한 도심 소형 물류센터는 강조되는 측면에 따라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 라스트마일 물류센터, 다크 

스토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

도 저마다의 명칭을 붙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

석에 앞서 반대되는 흐름을 통해 생겨난 물류센터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Park & Moon(2016)에서는 중앙 거점과 중앙 거점으로

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주문 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역

할을 하는 지역 거점으로 물류센터의 유형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Harrington et al.(2016)은 마지막 환적7)을 담

4) 본 법 제2조 제5항의2.

5) 본 법 제2조 제5항의3.

6) 본 법 제2조 제5항의4.

7) 환적 및 적환지는 주로 운반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을 

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Browne, Allen & Leonardi(2011)
는 도시지역의 상대적인 접근성 정도로 유형을 구분하였

다. 그러나 도심 멀리 위치하면서도 중간 적환지를 거치

지 않고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있으며, 상대적인 도

심 접근성만으로 물류센터의 유형을 구분하기에 다소 모

호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정의를 종

합하고, 한국의 실제를 반영하여 도심 가까이 위치하여 

마지막 환적을 담당하고, 서로 인접한 도시에 한정하여 

배송하는 소형 물류센터를 도심형 물류센터(City Logistics 
Center)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반대로 중간 적환지 역

할을 하거나, 인접한 도시를 넘어 여러 권역으로 배송하

는 대형 물류센터를 허브 물류센터(Hub Logistics Center)
로 정의한다.

2.3 물류센터 입지이론

Weber(1909/1969)의 산업입지론(Theory of Industrial 
Location)은 경제학과 지리학을 접목시켜 최초로 입지론을 

체계화하였다고 평가받는다(Hyong, 1997). Weber는 비용

을 최소화하는 지점에 입지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운송비와 이로 인한 입지선정에 관한 ‘운송지향

론’, 노동비를 추가로 고려하여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과 

노동 공급지점의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노동지향론’, 집적 

이익을 고려하여 집적의 가능성 척도를 산출하는 ‘집적

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류센터는 산업부동산으로 베버

의 산업입지론을 통해 그 입지를 바라볼 수 있다. 실제에

서는 운송비와 노동비 이외에 다양한 물류비용이 고려되

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행정규칙8)을 통해 비용산정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물류비를 기능에 따라 운송비, 보
관비, 하역비, 포장비, 물류정보·관리비로 구분하고 있다.

Christaller(1933/1966)는 Weber와 달리 배후지와 상권에 

주목하여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을 전개하였다. 
중심지이론은 크게 시장원리, 교통원리, 행정원리로 구성

되며, 이 중 서비스 공급 중심지에 대한 원리인 시장원리

가 물류센터의 입지선정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시장원리

에 따르면 적은 수의 중심지에서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중심지가 서로 분리된다. 또한, 각 중심지

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교차하는 결절점에서 중심지를 

보조하는 낮은 위계의 중심지가 형성된다(Figure 1).
입지이론과 별개로 물류센터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가 국내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모집하

여 AHP를 통해 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며, 각 연구의 입지요인은 크게 수요요인, 교통

요인, 지리요인, 비용요인, 규제요인 등으로 구분된다. 
AHP 기법을 활용하여 입지요인을 분석한 논문을 종합하

여 정리한 결과 신선식품과 서비스업 관련 물류센터는 

수요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물

지칭하는 단어이나, 참조 논문에서는 동일 종류의 운반 장비이

더라도 운반 장비가 변경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

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용어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8)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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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센터는 비용 및 교통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1. Ideal Market Structure according to Christaller’s 

Central Place Theory

Author Logistics/
Business Type

Ranking Factors
De Tr Ge Co Re Ri O/S

Cheon &
Park(2017) Cold Chain 1 - - 2 3 4 -

Lee, Yoon & 
Yeo(2017) Leasing - - 2 1 - - 3

Lee(2020)
Capital Region - - 1 2 4 - 3

East Region - - 2 1 4 - 3
Park &

Moon(2016)
Central Hub 3 1 4 2 5 - -
Local Hub 1 3 4 2 5 - -

Song, Bhang
& Song(2016) Hub Airport 1 2 - - 3 -

Woo &
Bach(2015) General - 2 3 1 4 - -

Yang(2011)
Manufacturing 3 2 1 5 4 - -

Distribution 5 1 2 3 4 - -
Service 1 2 3 5 4 - -

Table 2. Ranking factors for location selection of logistics 

centers for each papers using AHP analysis
Ranking Factors – De : Demand, Tr : Transportation, 
Ge : Geological Environment, Co : Cost, Re : Regulation,
Ri : Risk, O/S : Operation/Service

2.4 물류센터 공간 및 설비의 구분

Jo(2020)는 물류센터의 기본기능인 보관, 운송, 하역을 

수행하는 장소로 적재공간, 이동공간, 접안공간을 정의하

였다. 위의 세 공간이 물류센터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도심형 물류센터의 

경우 허브 물류센터의 보조 기능을 담당할 때 장기보관

을 위한 적재공간이 생략되는 예가 나타난다.9) 또한, 물
품을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공간이나 주요 적재공간의 잔

여 재고 보관을 위한 보조 공간이 있어 이러한 공간을 

기존의 공간 구분으로 분류하기 어렵다.10) 따라서 기존 

9) 쿠팡 메인 캠프, 쿠팡 미니 캠프 등.

10) Jo(2020)에서는 이러한 부수적인 공간을 이동공간 안의 범주

에 포함하였으나, 적재를 위한 설비가 구축되어 있거나 라인 등

으로 공간이 구획되어있는 경우 이동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특

히 장기보관을 위한 적재공간이 생략된 일부 도심형 물류센터의 

경우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공간이 적재공간과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적재공간의 정의를 장기보관의 기능을 하며 배송의 시작

지점에 있는 공간으로 구체화하고, 장기보관 외의 보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구획된 공간을 보조적재공간

(Sub-Inventory Area)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공간은 기

존에 이동공간으로 통합되어 있던 공간인데, 이를 세분하

여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접안공간과 

이동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물류센터의 필수공간요소이

나, 적재공간 혹은 보조적재공간은 물류센터의 역할에 따

라 생략될 수 있다(Figure 2).

Figure 2. Spatial Flow and Basic Space Elements in 

Logistics Center

물류센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물품이 중심이 되어 

계획되므로, 물류설비의 선택이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물류설비는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오브제가 

아니라 복도, 문과 같은 공간구성요소로 취급되어야 한

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물류설비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물류센터의 사용 설비를 조사하였고, Park, 
Kim & Yeo(2019)에서 조사한 주요 국제 유통물류센터의 

물류설비 사용 실태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위

에서 정의한 물류센터의 공간요소에 따른 공간구성 유형

을 정리하였다(Table 3).

3.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입지 특성

3.1 이마트의 운영구조

이마트는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서비스에서 벗어

나 2014년 1월 1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그

룹의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쇼핑몰 

ssg.com을 개시하였다. 당해 4월 온라인 전용 허브 물류

센터인 NE.O(NExt generation Online store) 001를 시작으

로 2016년, 2019년 각각 NE.O 002와 NE.O 003이 잇따라 

운영을 시작하였다(Table 4).11)

11) SSG.COM 성장스토리,

from http://company.ssg.com/intrd/grthstory.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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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ocation Land
Area(㎡)

Building
Area(㎡)

Floor
Area(㎡) Floor

NE.O 001 Yongin 10,524 4,421 14,542 B1-4F
NE.O 002 Gimpo 15,393 9,185 43,745 B1-5F
NE.O 003 Gimpo 14,492 8,641 52,635 B1-5F

Table 4. E-commerce Hub Logistics of E-mart

Space Element Type of Space Construction

Inventory Area/
Sub-Inventory Area

Manual Rack
(Pallet/Box) Pallet AS/RS Mini Load AS/RS Multi Shuttle AS/RS Moving Rack

Moving Area

Stacker Crane Conveyor Shuttle Robot Reach Fork Lift/
Pallet Truck

Laser/Rail Guided 
Vehicle

Moving Cart/
Hand Truck

Goods To 
Person(GTP)

Digital Picking 
System(DPS) Auto Sorter

Loading Area

Face to Face Side Face Same Side Loading Dock Shutter/Indoor

Table 3. Space Element and Type of Space Construction in Logistics Center
AS/RS :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또한, 이마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공간의 일부나 후면 

공간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용 도심형 물류센터인 

PP(Picking and Packing) 센터를 구축하였다. 이마트의 PP 
센터는 현재 약 115곳으로, 크게 E.OS(E-mart Online 
Store)12), 대형 PP(Picking and Packing) 센터, 일반 PP 센
터로 세분된다. E.OS는 매장형 온라인 물류센터로, 이마

트의 도심형 물류센터 중 가장 자동화 정도가 많이 진행

되어 있다. 현재 청계천점 한 곳이 존재하며, 일주문건수 

5,000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형 PP 센터는 

하루 2~500여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 PP 센터

와 달리 물류센터 면적 비율이 높고 최대 일 3,000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이다. 2021년 11월 기준 

월계점, 신도림점, 가든파이브점, 이천점 네 곳이 있으며, 
이마트는 2022년 상반기까지 대형 PP 센터를 30개로 확

대할 계획이다(SGG.COM, 2021).

12) 대형 PP 센터 중 하나이나, 다른 대형 PP 센터와 공간 및 

운영 특성에 큰 차이를 보여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와 별개로, 이마트는 신선식품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통 효율을 위해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CA(Controlled Atmosphere)13) 창
고를 보유하고 있다. 신선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

하여 보관하고, 생산지로부터 직매입하여 안정적인 물품 

확보가 가능하다. 과거 도매상을 통해 물건을 조달하던 

다른 유통업체 역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CA창고를 도입하였다(Park & Seo, 2021).

3.2 입지 특성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허브 물류센터의 입지를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은 공산품 위주의 

기업에 비해 주요 배송권역인 서울시에 더욱 근접한 것

으로 나타났다.14) 신선식품 위주인 이마트와 마켓컬리, 
롯데마트는 공통으로 서울시에 인접한 김포 고촌 물류단

지에 하나 이상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물

13) 공기 중의 산소 비중을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흡착하여 식품

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저장 기법으로, 와인이나 농산물 등

의 저장에 사용한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저장 기간이 상이하나, 

사과의 경우 최대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14) 도심형 물류센터는 대부분 서울 도심 내 혹은 근교에 위치

하므로, 물류센터의 서울시 근접 정도를 분석함에 있어 허브 물

류센터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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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센터 또한 용인, 여주 등 서울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공산품 위주인 네이버와 쿠팡의 물류센

터는 서울에서 떨어져 동부권역이나 인천시에 주로 위치

한다(Figure 3).

Figure 3. Locations of Capital Area Hub Logistics of Major 

E-commerce Companies 

이는 전국 단위에서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
부분의 허브 물류센터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므로,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 분포의 확인을 위해 적재공간이 있는 

물류센터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15) 또한, 물류센터의 

입지를 배송권역과 비교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행정동마

다 임의로 우편번호를 하나씩 추출하여, 해당 우편번호로

의 배송 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배송권역을 조사하였다.16) 
이마트와 쿠팡의 전국 배송권역 및 물류센터의 입지를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위주인 이마트는 배송권역 내부에 

물류센터가 입지하는 한편, 공산품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쿠팡의 물류센터는 주로 배송권역 바깥에 위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마트의 배송권역은 수도

권, 광역시 및 주요 지방 도심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

나, 쿠팡의 배송권역은 수도권과 특정 광역시 인근에 집

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
Lee(2020)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역의 물류센

터 입지는 수요지 인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동부권

역 물류센터의 입지는 비용 절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물류비 측면보다 신선

도 유지를 위한 수요지 인접성이 물류센터의 위치를 선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15) 이마트의 경우 모든 물류센터가 적재공간을 지니지만, 쿠팡

은 허브 물류센터만이 적재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 적재공간이 있는 물류센터에서 배송이 시작되

므로, 물류센터 입지와 배송권역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재공간을 포함한 물류센터로 조사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16) 이마트는 쓱 배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쿠팡은 로켓배

송과 로켓프레쉬의 배송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하였다. 조사 결

과 로켓배송과 로켓프레쉬의 배송 가능지역은 행정동 단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

입지요인은 배송권역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마트

의 경우 적재공간을 갖는 물류센터의 수가 쿠팡의 3배 

정도이며, 한 물류센터의 배송권역도 쿠팡에 비해 좁다. 
공산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송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제

약이 적으므로 배송권역이 넓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마트가 다수의 물류센터가 분산된 좁은 배송권역을 갖

는 것에 비해 쿠팡이 적은 물류센터가 해당 물류센터 인

근의 집중된 넓은 배송권역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예측

된다.

a) E-mart b) Coupang

Figure 4. Shipping Available Area and Logistics Centers of 

E-mart and Coupang 

이마트가 보유한 다수의 도심형 물류센터와 분산형 배

송권역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쿠팡이 

같은 기간 동안 빠르게 신규 부동산을 매입 및 임차하여 

100여 개 이상의 도심형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부지 확보나 기존 물류센터 임차라는 선택지도 가능하였

다. 그럼에도 이마트가 기존 부동산을 이용한 것은 이마

트의 도심형 물류센터의 입지선정 요인이 대부분 오프라

인 매장의 입지요인과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다른 외국계 매장과 달

리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에 근거하여 도심지 내부에 

자리 잡았다(Kim & Jeon, 2014). 이러한 수요지 지향 특

성이 이마트 온라인 전용 도심형 물류센터의 입지요인과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마

트의 허브 물류센터는 공산품 위주의 물류센터와 달리 

수요지 인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도권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Moon(2016)과 Cheon & 
Park(2017)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형 물류센터 입지에 있

어 허브 물류센터보다 소비자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선식품 물류센터의 입지에서 시장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마트의 도심형 물류센터 역시 

수요지 지향 특성을 보일 것이다.
각 물류센터의 배송권역을 확인해도 이러한 수요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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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의 물류센터는 주로 배

송권역의 내부에 위치하고, 배송권역 외부에 있더라도 오

히려 배송권역보다 더욱 도심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

다(Figure 5). 이에 반해 쿠팡은 물류센터가 주로 배송권

역 바깥의 도심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다.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에 속한 성동1캠프의 경우 배송권역은 용산이며, 
구리2캠프의 배송권역이 동대문구와 성동구이다. 심지어 

구리2캠프는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5. Shipping Area of each E-mart Logistics Center

which delivers to Seoul  

Figure 6. Seoul Shipping Area of E-mart and

Corresponding Diagram Based on Central Theory

또 이마트의 서울시 배송권역은 중심지 이론의 시장원

리에 따른 배치와 유사한 배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에서 E.OS와 대형 PP 센터는 이마트 허브 물류

센터인 NE.O와 비교적 유사한 넓이의 배송권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비해 일반 PP 센터는 좁은 배송권역과 낮은 

일 주문 처리 건수를 갖고 있다. 일반 PP 센터를 제외한 

물류센터의 배송권역은 중심지 이론의 1차 중심지 상권

의 배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반 PP 센터의 배송

권역은 1차 중심지 배송권역의 교차 지점 인근에 위치하

여 2차 중심지 상권의 배치구조를 따르고 있다. 각 물류

센터의 배송권역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마트 물류센터 입지의 수요지 

지향 특성이 시장원리의 형태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

다(Figure 6).

Location Properties Fresh Food
Focusing Type

Industrial Goods 
Focusing Type

City Proximity Near Far

Service Cluster Type Separated Clustered

Shipping Area Narrow Wide

Shipping Direction Nearby/Far Away
from the City

Side Close
to the City

Primary Factor Demand Cost

Corresponding Theory Central
Place Theory

Theory of 
Industrial Location

Table 5. Location Properties of Online Logistic Centers

3.3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의 관계

이마트의 도심형 물류센터는 허브 물류센터의 보조 역

할이 아니라 자체로 완전한 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식품 취급으로 인한 규격화된 물품 형태, 냉
장 설비의 필요, 그리고 수요지 지향 특성이 맞물린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식품류는 필기구에서부터 대형 가구

까지 아우르는 공산품에 비해 물품의 크기가 일관되고,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아 SKU(Stock Keeping Unit)17)가 작

다. 물품의 크기가 일관된 만큼 적재공간을 소형으로 규

격화할 수 있고, SKU가 작으므로 집품(picking)을 위한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아 자동화 설비 도입이 보다 용이하

다. 또한, 신선식품 보관을 위한 냉장 설비가 필요하므로, 
초기 자동화 및 냉장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이 크다. 이
로 인해 효율이 높은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빠르게 허브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또한, 신선식품의 배송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소비지 지

향 특성을 보이므로 도심지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나 대

형 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 물류센터 구축이 불리하

다. 도심지의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이마트는 미사지구, 동대문, 구
리 지역에 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Kim, 
201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도심형 물류센터가 허브 물

류센터의 중간 적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

인 적재공간을 지닌 독립된 물류센터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마트와 유사하게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

17) 상품 및 재고의 관리를 위한 최소 단위를 말하며, 주로 품목 

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SKU가 높다는 것은 해당 마켓이나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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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보유한 롯데마트 역시 도심형 물류센터인 스마

트스토어, 세미다크스토어에 자체 보관 기능이 있다. 이
는 고정된 적재공간이 없이 허브 물류센터의 적환지 역

할을 하는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와 큰 차이를 보인다

(Figure 7).

Figure 7. Logistics Flow Diagram for 

E-mart, Lotte Mart, and Coupang

4.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의 공간 특성

4.1 사용 설비 특성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를 모두 보유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사용 설비를 분석한 결과, 신선식품 주

요 취급 기업과 공산품 주요 취급 기업은 사용 설비에서

도 차이를 보이며 특히 도심형 물류센터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쿠팡, 이마트, 롯데마트의 물류센

터를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를 구분하여 조사

하였으며, Table 3에서의 분류를 따라 공간요소별로 물류

설비의 사용행태를 조사하였다(Table 6).
적재공간 및 보조적재공간의 경우 허브 물류센터는 물

품의 특성에 따라 여러 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문빈도가 높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물품의 경

우 대형단위로 묶어 팔레트 랙에 적재하고, 냉동식품과 

같이 별도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 냉동기능을 갖춘 랙을 

사용한다. 이 외에 물품에 대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우 Mini Load AS/RS를 사용하고 있으며, 쿠팡은 주로 

팔레트 랙 외에는 개별 물품 보관을 위한 격자형 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식품 취급으로 규격화된 물품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자동으로 물품을 저장하고 꺼내는 

시스템인 AS/RS를 갖추기에 더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심형 물류센터의 경우 쿠팡은 허브 물류센터의 적환

지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적재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

다. 대신 물품의 재분배 작업(moving for shipment)을 거치

며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보조적재공간이 있다. 해
당 공간에서는 이동 랙을 주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상

차를 위한 이동공간에서 수동 트럭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별도의 적재공간을 가

지며, 이 중 신선식품은 냉장 기능을 갖춘 랙에 보관한

다.
이동공간의 경우 모든 물류센터가 유사한 설비와 자동

화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쿠팡의 

허브 물류센터에서는 DPS(Digital Picking System)18)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에서는 

DPS 뿐만 아니라 컨베이어가 집품된 물품을 자동으로 적

절 위치로 이동시키는 자동 분류 시스템도 부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쿠팡의 SKU가 월등히 높아 DPS의 효

율이 낮고, 도심형 물류센터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단순하고 단방향인 환적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자동 

분류 시스템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Space
Elements

Type of
Space Construction

E-mart Coupang Lotte
Mart

Hub City Hub City Hub City

Inventory
Area/
Sub-
Inventory
Area

Manual Rack ○ ○ ○ ○ ○

Pallet AS/RS

Mini Load AS/RS ○ ○

Multi Shuttle
AS/RS ○

Moving Rack ○

Moving 
Area

Stacker Crane ○ ○

Conveyor ○ ○ ○ ○ ○ ○

Shuttle Robot

Reach Fork Lift/
Pallet Truck ○ ○ ○ ○ ○ ○

Laser/Rail Guided
Vehicle

Moving Cart/
Hand Truck ○ ○ ○ ○ ○ ○

GTP ○ ○ ○

DPS ○ ○ ○ ○

Auto Sorter ○ ○ ○ ○ ○

Loading 
Area

Face to Face ○ ○

Side Face ○ ○ ○

Same Side ○ ○

Loading Dock ○ ○

Shutter/Indoor ○ ○ ○ ○

Table 6. Type of Space Construction of 

E-mart, Coupang, and Lotte Mart Logistic Centers

접안공간은 세 기업의 허브 물류센터와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에서는 대부분 상/하차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반

면,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도심형 물류센터는 통합된 접안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브 물류센터의 경우 상/하차의 규

모가 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된 공간을 택한 것으

로 보이며,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는 적환지 기능을 하

므로 하차와 상차가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

나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18) 랙 등의 보관구역에 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집품할 물품의 위

치와 수량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주로 바코드스캐너와 연

계하여 실시간으로 집품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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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Properties
Fresh Food Focusing Type Industrial Focusing Type

Hub Logistics Center City Logistics Center Hub Logistics Center City Logistics Center

Space Configuration

Loading/Unloading Area Separated Integrated Separated Separated

Inventory ○ ○ ○

Conveyor Flow/Shape Directional/Complex Circular/Complex Directional/Complex Directional/Linear

Sub-Inventory for Shipping ○ ○ ○

Auto Sorter ○ ○ ○

Storage Type Manual Rack/
Mini-Load AS/RS Manual Box Rack Manual Rack/

Pallet AS/RS Moving Rack

Table 7. Spatial Properties of Online Logistic Centers
Space Configuration -  : Inventory Area,  : Sub-Inventory Area, ：Moving Area,  : Loading Area  : Can be Omitted

a) E.OS

b) Big PP Center

c) Normal PP Center

Figure 8. Axonometric Diagrams of 

E-mart City Logistics Centers

a) Main Camp

b) Mini Camp

Figure 9. Axonometric Diagrams of 

Coupang City Logistics Centers

a) E-mart b) Coupang

c) Home Plus d) Lotte Mart

Figure 10. City Logistics of Major E-commer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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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도심형 물류센터는 상차 시간과 

하차 시간이 구분되어있어 접안공간을 통합하여 사용하

여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쿠팡과 이마트의 허

브 물류센터를 제외하면 접안공간이 기밀성이 떨어지는 

일반 셔터로 구분되어있는 등 반 외부 공간으로 이루어

져 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냉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밀성 있는 접안 도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나, 물류센터의 규모가 작거나 접안공간의 경계부

가 좁은 경우 모든 배송트럭이 도크에 접속되어 있기 어

려워 부득이하게 반 외부 공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4.2 공간 배치 특성

위에서 조사한 사용 설비에 더하여 물류센터의 공간 

배치 특성을 조사하였다. 서로 주요 취급 품목이 대비되

는 이마트와 쿠팡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용 설비 측

면에서 두 기업이 유사하게 나타난 허브 물류센터는 

Jo(2020)의 분석을 참고하여 보완하였고, 차이가 크게 두

드러지는 도심형 물류센터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Figure 8, Figure 9).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신선식품 위주

의 물류센터와 공산품 위주의 물류센터의 공간 특성을 

허브 물류센터와 도심형 물류센터로 세분하여 정리하였

다(Table 7).
E.OS는 오프라인 매장과 완전히 구분된 적재공간을 갖

추고 있다.19) 주문이 발생하면 이에 해당하는 적재구역의 

담당 피커가 적재공간에서 집품을 하여 셀 형태의 DPS 
랙에 물품을 옮기고, 해당 DPS 랙 구역의 담당 피커가 

컨베이어 위의 토트박스로 물품을 옮긴다. 컨베이어를 타

고 이동된 물품은 자동 분류 시스템을 통해 인근 배송지 

주문 별로 분류되고, 상차 후 배송된다(Figure 8a).
이에 반해 일반 PP 센터는 별도 적재공간을 가지고 있

지 않다. 전담 피커가 고객을 대행하여 매장공간에서 집

품한 뒤 배송을 진행한다. 자동화 정도가 많이 진행된 

E.OS와 달리, 이동 및 분류가 모두 수동으로 진행된다. 
대형 PP는 E.OS와 일반 PP 센터의 중간 형태로, 독립적

인 적재공간을 가지지만 적재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어려

워, 매장에 비치된 물품을 집품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

다. 매장공간의 이동은 자동화되어있지 않지만, 이후 공

간은 E.OS와 유사하게 컨베이어와 자동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효율을 높이고 있다(Figure 8b, Figure 8c).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인 메인 캠프와 미니 캠프는 

각각 허브 물류센터와 메인 캠프에서 운송된 물품을 재

분배하여 배송하는 역할을 한다. 메인 캠프에 도착하는 

하차 트럭은 팔레트 단위로 물품을 운송한다. 운송된 물

품을 보조적재공간에 일시적으로 적재하고, 이를 해체하

여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시키며 수동으로 인근 배송지별

19) E.OS는 매장형 온라인 물류센터라고도 불리며, 적재공간에 

오프라인 고객이 접근할 수 있고 실제 구매도 가능하다는 특징

이 있다. 그러나 적재공간에 위치한 모든 물품은 모두 같은 위

치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주문 

건은 물류센터의 적재공간의 물품이 배송되므로, 실질적으로 매

장공간과 적재공간이 구분되어있다.

로 구획된 보조적재공간으로 재분배한다(Figure 9a). 
분배된 물품은 미니 캠프로 운송되고, 미니 캠프에서는 

배송지를 세분하여 분배한 후 최종배송지로 배송한다. 미
니 캠프는 메인 캠프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며, 재분배 후 

별도의 공간에 일시적인 적재 없이 바로 상차 되는 차이

가 있다(Figure 9b).
조사 결과 이커머스 기업의 허브 물류센터의 공간 배

치는 거의 동일하며, Figure 2의 물류 프로세스와 공간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 단, Jo(2020)가 발견한 바와 같이 적

재공간에서 채택한 자동화 설비에 차이가 있으며, 물품 

단위가 작은 Mini Load AS/RS를 채택한 신선식품 위주의 

이커머스 기업이 밀도 높은 적재공간과 높은 층고를 구

현하고 있다. 반면, 도심형 물류센터는 공간 배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마트 도심형 물류센터의 컨베이어의 경

우 적재공간을 순환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자동 

분류 시스템과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동공간이 크게 피킹 공간과 분배 공간 두 구획으로 나

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OS의 경우에는 피킹, 
이동, 분배의 기능을 하는 3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있다. 
적재공간을 순환하는 컨베이어와 구획된 이동공간은 홈

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Figure 10c, 
Figure 10d).

도심형 물류센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므로 소품

종 다량에 적합한 AS/RS의 효율이 낮다. 또한, 냉동식품 

등 별도의 냉장 설비가 필요한 물품 피킹을 자동화하는 

것은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주로 반자동 방식인 

DPS 피킹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피

커의 동선과 물류의 흐름이 구분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적재공간 내부를 피커가 움직이고, 외곽을 컨베

이어가 순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

한 인간과 물류의 동선 구분이 이동공간의 구획으로 이

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마트의 도심형 물류센터는 배송과정에서 

보조적재공간이 없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접안공간에서 

접안 도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밀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

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접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의 공간 배치는 허브 물류센터의 배치와 유사하나, 

적재공간이 생략되어 있고, 양방향 분배/상차가 이루어지

는 특징이 있다. 적재공간의 생략과 보조적재공간의 이동

형 랙의 활용으로 쿠팡의 도심형 물류센터는 바닥 선을 

통한 구획만 있을 뿐 물리적인 장벽이 없다. 이로 인해 

외부 도로의 형태와 관련 없이 접안공간이 배치될 수 있

고, 차량 동선 공간 역시 물류센터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일 컨베이어에서도 최대한의 효

율을 낼 수 있는 양방향 분배/상차 배치가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커머스 기업의 배송시간 및 배송권역 경쟁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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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된 허브 물류센터의 증설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위치하는 새로운 유형의 물류센터를 만들어냈다. 최근 유

통기업 간 신선식품 배송 경쟁이 점화되어 신규 물류센

터 구축이 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물류센터를 도심 가까이

에서 마지막 환적을 담당하고 서로 인접한 도시에 한정

하여 배송하는 소형 물류센터로 정의하여, 허브 물류센터

와 구분하였다. 또한, 도심형 물류센터의 경우 적재공간

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대신 일시적인 보관을 위한 공간

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보

조적재공간을 추가로 정의하여 물류센터의 공간요소를 

적재공간, 보조적재공간, 이동공간, 접안공간으로 구분하

였다. 그리고 신선식품 유통에 선두에 있는 이마트를 중

심으로 하여 신선식품의 취급이 물류센터의 입지와 공간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취급 품목에 따라 물류센터의 입지와 공간 특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도심형 물류센터의 공간 특성이 

신선식품 취급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입지 특성의 경우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물

류센터는 도심지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별 배송권역이 상대적으로 작고 분산되어 있

었다. 또한, 신선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물류센터의 입지

는 배송권역 내부에 위치하거나 오히려 배송권역보다 도

심지에 가까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배송권역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것이 물류비 감

축보다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HP를 이용한 선행연

구를 통해서도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의 입지 특

성에 소비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이마트

의 서울시 배송권역의 배치를 분석하여 소비지 중심 이

론인 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 중 시장원리에 따른 배치

와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물류센터는 허브 물류센

터와 도심형 물류센터를 구분하지 않고 최종 적환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여러 적환지를 거쳐 배송되는 공

산품 위주의 물류센터와 차이를 보였다. 
허브 물류센터의 공간은 취급 물품에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재공간의 경우 신선식품 

위주의 물류센터가 더 밀도 있고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도심형 물류센터의 경우 신선식품 위

주의 물류센터는 접안공간이 통합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적재공간과 이를 순환하는 이동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분류장치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온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송을 위한 보조

적재공간이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선식품의 취급은 도심 가까운 곳에 물류센터를 입지

하게 만들고 있으며, 도심형 물류센터가 간소화된 적환지

가 아니라 자동화 설비를 갖춘 온전한 물류센터로 기능

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위

치하던 물류센터가 더욱 도심 곳곳으로 스며들며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건축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물류센터의 건축은 각 기업의 자본의 논

리에 주도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 

분야의 관심이 제고되고, 건축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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