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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이슈가 되는 시대에， 물류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여 물류 환경과 물류 자원 

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1987) 

에 의하면，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국제행동 목표로 정치적， 경제 무대에서 그 중요성 

을 부각되었으며， 이는 산성비， 프레온가스，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증가에 

기인한다． Kirkpatrick(1990）는 1990년대부터는 환경의 시대가 될 것이라 쟌망했는데， 

1990년대 초부터 물류는 운송 수단을 통한 제품의 이동뿐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물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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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産經論集 第30輯 

며， 이것이 “녹색 물류”의 접근 방식이다（Geroliminis and Daganzo, 2005). 

녹색물류의 특징은 에너지와 자원 투입 요소를 사용하여 생산물을 산출하고， 부산물 

로 오염물질을 방출하여 폐기물을 남기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물류는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녹색물류가 물류 분야의 경챙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다（국 

토연구원， 2011).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물류를 통한 기업과 국가의 경챙 

력 향상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 협약과 규제에 대 

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녹색물류 활 

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기업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한 비전을 수립한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 

아칙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녹색물류 활동을 펼치 

고 있으며， 물류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영방침과 투자 

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물류에 대한 이론적 정립 및 기업의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녹색물류에 대한 개념적 정의， 녹색물류의 필요성， 녹색물류 적용영역을 고찰 

하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정책과 사례를 살 

펴본다． 그리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녹색 물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한다． 

11 . 녹잭물류의 본질 

2.1. 녹색물류의 개넘 

‘물류’는 현대적 기술을 통한 운송시스템으로 화물을 이동시키는데 수반된 제반활동을 

관리하는 의미로 존재하였으며 이는 운송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을 가져왔다． ‘녹색’ 

은 환경적 영향 범위에 대한 단어로 긍정적 의미로 간주되었다． 운송시스템은 기반시설 

과 교통으로 인해 환경파괴에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Banister and Button 1993; 

Whitelegg 1993), 이러한 두 단어의 결합은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 및 유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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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의미한다（Rodriguen et al., 2001). 

이런 배경으로 녹색물류（Green Logistics）는 친환경 물류（Environment Friend砂 

Logistics), 환경 친화적 물류（Environmental Conscious Logistics), 환경물류 

(Environmental Logistics）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녹색물류와 

더불어 역물류（Reverse Logists）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역물류는 공급쳬인망관 

리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운송하는 것과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폐기물 등을 회수하는 

활동（김창봉， 2011）으로， 환경과 교통에 대한 영향까지 포괄한 녹색물류보다 협의의 개 

념이라 할수 있다（〈표 1＞참조）. 

Rao and Holt(2005）는 물류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 

동이며， 물류활동으로 비롯된 대기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순물류와 회수물류 

를 포함하는 물류활동을 녹색물류로 정의하였다． 甑vastava(2007）는 물류관리는 환경 

공급사슬에 제품 디자인， 재료 선택， 제조， 제품 인도， 제품 사용후 펴l가처리과정까지 환 

경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환경 물류라 하였다. 

오세영·이신모（2001）는 물류과정에서 자원절약과 물품의 재활용을 촉잔시키며， 환경 

친화적 대쳬재를 사용하고， 원료를 보호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 생산 부산물과 포 

장재들의 환경 우호적 처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박석 

하（2005）는 원재료의 탐색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또는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전 과정을 통하여 환경유해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할수 있는 제 활동이라 하였다． 김홍섭（2010）은 자연의 유지 또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재료의 탐색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과정과 사용 및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유해 요소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여러 활동을 환경 친화적 물류라 하였다． '09 

년 발표된 환경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교통물류 체계 구축방안녹색물류와 

개택근무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물류는 원료조달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환경유해 요소를 제거하여 순환자원 및 폐기물에 대한 가치 재취득 및 적절한 처리 과 

정이며，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물류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 

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부가가치 창출 

을 기반으로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랑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최소화하는 물류체계를 녹 

색물류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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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순물류， 역물류． 녹색물류 비교 

l 구분 순물류 역물류 녹색물류 

범위 조달→생산→판매 판애이후→회수→폐기 순물류 및 역물류 전과정 

목표 
소비 이후의 공급사슬 최적화 

를 통한 자본과 자원의 절약 

자개의 순환시스템 구축을 통 

한 환경문제 해결 

고객중심의 공급사슬 구축을 

통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 

중점 

사항 

이윤 극대화 

. 고객 서비스만족도 제고 

환秘子제문제 해갈 

. 이윤 극대화 

자산가치의 최적화 

물자의 재활용 촉진 

. 친환경 대쳬재 활용 

대기오염 및 소음감축 

자료 : 대한 상공회의소 

2.2. 녹색물류의 필요성과 프로세스 

녹색물류는 물류과정에 근원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김홍섭， 2009).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의 환경 및 안전 규제가 강화 및 기후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로 인해 선진 

국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물류부문에 엄격한 환 

경친화적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물류부문 

에서 2005년에는 20％를 차지하였다． 2020년에는 23.9％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산진 

국 역시 비슷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친환경적인 물류활동의 확산에 대한 사 

회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역시 환경을 고려한 기업경영 

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기준 

에 부합한 제품 생산 및 폐기 등 친환경적 요소를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환경 

부， 2009). 

국토연구원（2011〕 보고서에 의하면， 물류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녹색물류산업 발전요 

인 중요도 분석〉에서 녹색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녹색물류 활동분야로는 공동수배송 

을 1순위로 평가하였으며， 47％가 공동수배송은 애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녹색 

물류산업의 주체로서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이 중요 하다고 하였고， 발전을 

위한 주요 요인은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선정하였다． 이렇듯 녹색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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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 활동이 중요한 때이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환경문제에 따른 물류부문의 발전 프로세스를 당택풍（2001）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09). 

제 I단계는 환경무시단계로서 기업들이 환경문제를 방치하는 상태로 개별기업이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제 2단계는 환경용인단계로서 환경의 중요성은 인정하 

지만 방치하고 있는 기업이 처한 상태로 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인식한 

다． 제 3단계는 환경대응시대로서 물류분야에서도 환경책임이 추궁되는 단계이다． 국가 

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자원절감의 책임을 부과하는 단계다． 제 4단계는 환경중시시대 

단계로서 환경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 5단계는 21세기에 실현하여야 

할 단계이다． 기술， 규제． 작업등 모든 면에서 환경우선을 섕각을 하며 이에 대웅하여 국 

제 규제를 준수 할 수 있는 기업이다． 

프로세스  

환경 우선시 대 

弁  

환경 중시 시 대 

弁  

환경 대응시 대 

弁 

환경용인시 대 

환경무시시대 

. 국제 규제의 준수， 국제간 연합．합동 

. 국제적 규제， 에코시스템， 인간성 

국제적 협조·공동 

사회적 logistics. 국개구제·인간성 

국내적 협조．공동 

4 기업 간 logistics, 부분 구제·사회 구제 

환경 대응 

. 개별기업대응， 개별 logistics 

closed system 

open system 

내용 

자료 : 한국무역협희（2009) 

〈그림 1> 물류에서 환경대응 프로세스 

2.3. 녹색물류의 적용 영역 

녹색울류는 자원과 제품． 제풍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여 녹색 생산과 소비를 촉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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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 설계와 생산은 녹색물류와 녹색 소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이며， 녹색물류와 

기타 유통채널은 녹색 설계， 녹색 생산， 녹색 소비를 이룬다（Zheng and Zhang, 2010). 

이렇듯 선행연구（Zheng and Zhang, 2010; 박석하， 2005; 박석하·이성호， 2006; 정혜 

옌정중재， 2010) 대부분에서 녹색물류 적용영역을 포장， 수배송， 포장， 창고（재고）, 역 

물류를 제안하고 있다． 

2.3.1. 포장 

한국 공업규격（KS A 1001）에서는 포장을 물품의 수송과 보관에서 물퓸의 가치 및 상 

태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나 용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 및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포장은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수단이자 파손이 없이 온전한 물건을 인도하기 위한 수 

단이다（장상기， 2009). 포장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자원낭비， 제품에 대한 환경정보 

라벨의 미부착， 쓰레기 발생량， 과대 포장 등이 있는데（오세영·이신모， 2001), 환경 친화 

물류에서 포장의 환경 제고는 순물류 및 역물류활동에 모두 접근할수 있다（김현수·조면 

식， 2002). 따라서 홴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첫째， 녹색 포장 

재료는 환경 성과에서 주요 부분이며， 단순한 포장은 포장 폐기물을 상당히 줄일수 있다 

(Zheng and Zhang, 2010). 둘째， 포장 폐기물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먼 그 것만으로 

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활용 재료의 사용으로 사 

회적， 경제적 이점을 가지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잘감할 수 있다． 

2,3.2. 수 · 배송 

박석하（2005）는 환경 친화적인 수배송은 원자재 공급 또는 완제풍의 운송과 순환물 

류 상에서 수·배송 물류로 인한 배출가스 등 환경유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물류활동이라 

하였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로 수송으로 인한 교통정쳬， 소음， 배기가 

스 등을 들수 있는데， 철도 혹은 해양 수송의 전환으로 전채 교통량을 줄이고 운송과정 

의 효율화를 보장할수 있다（Zheng and Zhang, 2010). 또한 배송 거리 단축을 위해 물 

류거점의 입지를 재검토하여（박석하， 2006) 화물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제 3자 

물류를 이용하여 자사 물류를 이용한 화물의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형식과 환경오염 

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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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창고（재고） 

운송거리를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합리적인 창고의 배치가 필요하다． 창고배치가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의 증가， 교통량 증가를 야기할 수 있 

다． 반먼，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경우 화물 수송의 효율성이 줄어들고 운임률 상승을 야기 

한다． 또한 창고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며， 창고내 역물류를 최소화 하고， 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박석하， 2005). 또한 재고품의 성능 및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과 하역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Zheng and Zhang(2010）는 창고가 

좋은 습도， 부식， 방수， 누수방지 등 유지 관리를 강화하먼서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2.3,4. 역물류 

김대진（2007）은 역물류는 환경문제를 해갈하기 위한 걋이 아닌， 소비영역에서 생산영 

역으로 이어지는 자원이나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회복시킬 목적으로 공급 사슬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형적인 역물류는 파손품， 과 

잉재고， 중고 등의 반품을 수거하거나 소비자나 소매상으로부터 포장이나 수송에 이용된 

물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장성기， 2009). 따라서 이러한 역물류 활동으 

로 인한 재고품을 활용하는 전문 시설과 저장 및 유통과정이 필요하다． 

2,4. 국·내외 녹색물류 정책 현황 및 추진 사례 

국내외 정부기관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이 이 

뤄쳤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평균 5.2％로 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제（Emission Trading System) 도입과 청정개발쳬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를 넘어 기업 경영패러다임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등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Lin and Ho(2008）에 의하먼 환경 친화적 물류관리는 기업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시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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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고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물류기업에서도 환경 보호에 앞장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Carter and Jenning. 2004).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녹색물 

류에 대한 인식도 높아가고 있다． 

2.4.1. 한국 

우리나라의 물류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운송비이며， 화울자동차에 의한 

온살가스 배출은 2005년 우리나라 수송부문 전쳬 배출량의 약 40％에 해당한다（환경부， 

2009). 국내 화믈운송수단별 운송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6억 33,927만톤（80.5%）이 

도로운송에 의존한 반면， 해운은 14.3%. 철도 耿2％에 그치고 있어 화물수송에 있어 도 

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국가물류기본계획 

(2011-2020）에 의하면， 도로화물의 대량수송수단（철도， 연안해운 등） 전환을 촉진하고，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 시 항만， 공항， 철도역， 내륙화물기지 등 다양한 물류거점의 에너 

지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표 2> 화물 운송 수단별 수송 분담 현황 

（단위： 천 톤， %) 

l무言＜二 2007 2008 2009 2010 2011 

도로 
550.264 
(76.9) 

555,801 
(76.2) 

607,480 
(79.2) 

619,530 
(79.6) 

633,927 
(80.5) 

철도 
44,562 
(6.2) 

46,778 
(6.4) 

38.898 
(5.1) 

39.217 
(5.0) 

40,012 
(5.2) 

해운 
120,079 
(16.18) 

120.079 
(1.7.4) 

刪

汕 
脈
(15 

119,021 
(15.3) 

110. 135 
(14.3) 

항공 
316 
(0.1.) 

254 
(0.1) 

268 
(0.1) 

262 
(0.1) 

281.
(0.0) 

합 
715,221 

(100) 
722.9 13 
(100) 

766,678 
(100) 

778,030 
(100) 

784,355 
(100) 

자료 국토해양부（2012) '12 국토해양통계연보 발췌 요약 정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에 따라 2020년 국가온실가스 총배출 

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09년 「지속가 

능 교통물류발전법」 을 공포하여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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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였으마， 도로， 철도， 공항， 항만에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지침」 . 「대 

기환경보전법（'09)J ,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년）」 등 녹색물류 관련 법안이 있다． 

정부는 기업의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 ‘물류에너칙 목표관리제’， ‘녹색물류 기업인증 

제’， ‘녹색물류 전환사업’ 등을 운용 중에 있다． 각 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업의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I 	제도 내용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물류분야 감축목표인 864만 톤을 강축하기 위해 '10 

년도부터 도입·운영중인 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차량 100대 이상인 	및 연간 	 이 물류기업 	물동량이 3천만 톤 

상인 대형 화주기업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올 등을 	 체갈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측장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 

시스템과 통합단말기를 지원 

.'12년 12월 11일 "2012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식＂에서 화주기업 3개 

사＜서울우유협동조합， （주）BGF리테일， 해태제과식풍（주））와 동원산업（주）외 물류 

기업 27개사 협약 체갈 

참여기업이 물류효율화나 온실가스 강축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우선지원 

녹색물류 

기업인중제 

.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이나 포장용기 둥에 인 

중마크 부착4홍보 

환경올 고려하여 물류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녹잭물류 기업인증 

제도와 물류분야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을 위한 녹색물류 사업선정제도로 구성 

'12난 cJ대한통운坪）용마로지스g드) 이그린하나울류坪） , 	 , 	 , 현대글로비스“=). 홈플러 

스坪） 등 6개사 녹색물류기업 인증 

녹색물류 

전환 · 지원 

사업 

녹색물류 전환사업은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이 물류활동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 

녹색울류 지원사업은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토해 

양부장관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사업 

·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중사업으로 나누어 사업비의 30-50% 지원 

자료 : '09년 5월 4일， '12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발췌 요약 정리 

첫째．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물류분야는 864만톤을 감 

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차량 100대이상인 물류기업과 

연간 물동량 3천만톤 이상인 대형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 35 - 



1이〕꿸〕％ 

80.0 

60.0% 

枋仕貂－ 	40.0% 

20.0'5 

묻류0' 지 	녹색묠류기업 녹색ㅌ류전환사얼 묠류.騙너자사용량 	 므끄관리체 전른사업 

목표관리穫 	인증叩 	 신고驪 

자료 : ' 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그림 3> 녹색물류 정책에 대한 인지도 

36 

. i난 .；ㄸ

ㄷl노j'2년 

3년一叱 

창여의사 닸0. 

60.0% 

50,0% 

40.이0 

30.0% 

2 0.0% 

10.0% 

0.0% 
0.0% f긱 
	 7 	〔 	/ 

불류．：너지 녹색믈류 느삭몰류기업 불쥬.：너지 

므끄관리체 전른사업 민중재 사죵량 

신고J￡ 

36 産經論集 第30輯 

쳬결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사용량과 은살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관 

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녹색물류 기업인증제는 녹색물류기업으 

로 선정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이나 포장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홍 

보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6개사가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었 

다． 선정 기준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에너지 산정 완결성과 녹색전환사업 

실시 등의 평가에 대해 8(｝점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운송차량， 물류시 

살 등을 관리범위로 샬정하고 물류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 

는 등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쳬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셋째， 녹색물류 전환지원 

사업이다． 이는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이 물류활동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난부터 추진 중이며， 녹색물류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국토해양 

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고 있다．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서 화주기업（337개 중 200개）과 화물차 허가대수 100대 이상 

인 물류기업（155개 중 10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녹색물류 실태조사 결과’ 

애 따르면， 기업의 녹색물류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58.5%）으로 

물류기업（72.2%）이 화주기업（49.3%）보다， 매욹구모가 큰 기업일수록 녹색물류를 잘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또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물류 정책에 대 

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먼，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44.6%), 녹색물류 기업 인증제 

(42.8%), 녹색물류 전환사업 보조금 지원（39.8%) 순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참여의사는 녹색물류전환사업（32.2%）이 가장 높은 갓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물류기업（〔：) 및화주기업（齟） 별정책 인지도 
	

늑색클류정책 창여의사 및 시점 



 

～잘알고있다 

~ 어느정도 알고 있다 

~ 들어본 적 있으나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화주기업（98개） 물류기업（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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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 인지도 
	

매출규모별 ‘잘 앝고 있다’ 응답기업 분포 ｛단위 개） 

～무응답 

U 1p叩억원 이상 

5c.억원 이상 긔000먹원 미만 

1co억뭔 이수朽0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0억원 미 만 

5.억원 미만 

자료 : '12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그림 2> 기업의 녹색물류 인지도 

2.4.2. 유럽연합 

유럽 각 국의 환경정책과 더불어， 유럽연합애서는 연합쳬 차원의 환경 정책을 적극 제 

시하고 있다． 1972년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관련 법안이 논의되었으며， 1973년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1차 환경행동프로그램（Environment Action Programs, 

이하 EAP）이 제정되었다． 지난 '12년 11월에는 EU의 7차 EAP가 발표가 되었다． 자연 

보호와 생태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성과 저탄소 성장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갈하는데 중점을 주고 있으며， 2020년까지 글 

로벌 환경과 기후 문제에 EU가 총역량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주요 이산화탄소원으로 지목하며 자동차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바이오연료 도입의무화로 2010년 말에 운송용 연료의 5.75％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도 

록 결정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 독일은 2020년까지 '90년 대 

비 40% 감축， 노르웨이는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 2009). 

또한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을 특별법이나 규제대상으로 선정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하는 지역을 살정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환경지역으로 그 외 유럽국가는 저배출지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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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역）으로 칭하고 있다． IPP(Intergrated Product Policy）는 제품 수명주기의 모든 단 

계인 제품 제조， 사용， 폐기에 환경 파괴의 원인을 최소화를 위한 정책으로， 특정 약품 

사용금지， 자율적인 조치 및 규제， 환경 라벨링， 제품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되 

었4(Rubik and Scholl, 2002). 

2.4.3. 미국 

미국은 2017년까지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감하고 2030년까지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을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대쳬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965년 고체폐기물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를 제정하여 고쳬 폐기물관련 

프로젝트를 계획， 훈련， 연구， 추진하는 주정부에 경제적 인젠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1976년에는 이 법을 수정하여 자원보호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였다． 1998년애는 TEA21(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정책을 발표하여， 환경안전중심 정책 지향하며 민간기업 중심의 전국적인 물 

류네트워크 구축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04년에는 환경 

보호국과 화물업게가 스마트웨이 트랜스포트 파트너십（Smartway Transport 

Partnership）를 체갈하여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방출 및 대기 오염을 줄 

이기 위해 협력쳬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연간 최대 1억 5천만 배럴의 연료 절약을 목표 

로 하며， 화물 운송업체와 철도 및 물류기업 등이 참여하여 환경 가선뿐 아니라， 비용절 

감 등을 추구하고 있다． '12년 12월 현재 3천여개가 넘는 업쳬가 스마트웨이 트랜스포 

트 파트너십（Smartway Transport Partnership）에 참여중이다． 제품 책임제（Product 

Stewardship）는 제품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 접근방식으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걸 

친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주체별（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페기물 처리자） 책임을 분담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디젤엔진 배출 가스 저감 대책으로 인증업쳬에 매연 

저감장치（Disel Particulate Filter）를 보급하였다． 

2.4.4. 일본 

일본은 1990년대비 6％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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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및 그린물류정책을 시행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친화적 물류쳬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의 개발과 화물교통 

관리 시스템 도입， 유통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 3자 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지원 

조치의 시행， 그린 물류 파트너십 회의 운영， 물류공동화， 물류 시설 정비 등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9난 녹색물류를 추진하기 위한 10년 계획을 설정했는데， 질소화합물 30-60%, 고 

쳬 입자상물질 60％이상， 기름중의 유황 10% 감소시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일본의 그 

린물류정책은 1997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물류시책대강（1997-200 1)’에서 출발하는데， 

2005년의 ‘종합물류시책대강（2005-2009)', 2009년의 ‘종합물류시책대강（2009-20 13)' 

등 1차부터 4차까지의 종합물류시책대강은 일본의 물류정책의 기본전략과 세부적인 추 

진과제가 제시되었다． 4차 종합물류시책대강에는 수송수단의 저탄소화， 환경부하가 적은 

항만과 물류시스템 구축， 그린물류의 국제적 연계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일본 동경을 중 

심으로 ‘Disel No 계획’을 펼치면서 각 도·현4시의 환경 조례를 제정했고， 7년 경과한 자 

동차에는 배출가스 사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992난 이전에 생산된 

차량 총무게 &5톤을 초과한 대형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활성화， 

교통의 혼잡 완화와 환경개선이라는 목표로 유통업무시가지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한 도 

시내 물류거점시샬의 정비와 수송구조개선， 동집배송과 노상하역관라가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2009). 그린 물류 파트너십 회의는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 일정 비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경제산업성에서 지원하는 시밤사업과 일본의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사업 

을 추잔한다． 만약， 평가시 제안한 실적액보다 실행후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실적 

액의 1/3만 지급되고 있다． 

강성민·남정우（2011）는 일본의 그린물류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화주기업 및 물류사업자 

의 연게와 협동，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급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 

계 구성원이 원활한 그린물류 정책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하였다． 

2.4.5. 국ㅙ외 녹색물류 추진 기업 사례 

선진국에서는 녹색물류에 관한 구쳬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 또한 

적극적이고 쳬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는 각 국가별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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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데， 대부분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환 

경보호를 위한 차량개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모두의 참여를 

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물류 기업들이 기업 내．외부 요인으로 녹색물류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cJ 대한통운은 신기술을 접목한 장비를 구축하고 온실 

가스와 에너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12년 물류기업인증기업으로도 신정이 

되기도 하였다． 

독일의 DB Schenker는 여객운송사업， 물류사업， 인프라 및 서비스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내 육로운송 1위， 전세계 항공운수 2위， 전세계 해상운송 3위를 하고 

있는 다국적 물류회사이다． 물류 에너지 및 탄소재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철도 19%, 항공 

25%, 해양 15%, 육상 26％로 목표 설정하고 있으며， 탄소 최적화된 수송수단 네트워크 

형성， 물류거점 공동수송서비스， 녹색 터미널 운영으로 에너지 및 탄소 절감하고 빗물탱 

크와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낭비를 개선하는 등 녹색물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유통회사인 월마트는 모든 납품업쳬들이 제풍을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의무화를 

통해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2000만t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월마트의 

경우，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공급망얘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 

다． 월마트는 녹색물류와 관련한 3가지 미션을 제시하였는데， 가까운 미래에 산재생 에 

너지를 100% 공급하고， 폐기물 제로에 힘쓰며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 판매이다． 또 

한 친환경적 매장살계와 포장의 간소화 등으로 녹색물류를 실천하고 있다． 일본의 택배 

회사인 사가와큐빙은 운전자가 정차시에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허리벨트와 엔진키를 연 

결하고 있으며， 드라이브레코더를 설치하여 에코드라이브를 실천하고 있다． 운전자의 운 

전특성을 진단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운전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영상 자동 

저장하고 있다． 또한 사가와큐빙은 슈퍼레일카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쳬 수송랑의 

10％에 해당하는 도쿄와 오사카 간 수송에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와 공동 개발한 슈퍼레 

일카고를 활용하고 있다． 심야 운행을 통해 왕복 10톤 트럭을 수송하고 있다． 슈퍼레일 

카고는 트럭에 비해 1/8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2012냔 궈000대를 목표 

로 한 천연가스차량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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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녹색물류 추진 기업 대표 사례 

ㅣ 	국가 

l 	（기업명） 
사진자료 추진 사례 	 I 

한국 
(（긔대한통운） 

, 뭍옭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신 장비 도입과 장비 동력 전환 

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통합울류시스템을 통한 경로최적화와 

운영효율 향싱예 따른 에너지 절강 

LNG차량 도입 운영． 물류센터 옥 

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스마트 카트（전기 차량） 도입 등 

궁：,:- J 

	

4[. 
J 

r‘珊驪｀ 
+4 : 	
_:t  H 

r싫 一 
스마트 카트 

독일 

(DB 

Schenker) 豌諭鄕 
/ 놉恪 白 

물류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철도 19%. 항공 25%, 해양 

15%, 육상 26%) 
탄소 최적화된 수송수단 네트워크 

형성， 물류거점 공동수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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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ttp://blog.cj.net), DI-JL(http://www.dhl.com), 월 u 트(http:www.walmart.con,). 국 

토연구원（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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班． 녹잭물류의 국내외 연구 동향 

3.1. 녹색물류와 물류성과에 관한 연구 

Zhu, Sarkis and Geng(2005）는 중국의 녹색공급쳬인관리의 압력， 관행， 성과를 연구 

했는데， 규제， 경챙， 시장압력， 동기가 녹색공급쳬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Rao 

and Hot(2005) 역시 녹색공급체인관리와 경챙력， 강졔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녹색 

공급쳬인관리는 기업의 경챙력을 개선시키고 경제성과를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Lin and 

Ho(2008）은 물류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특성들이 환강적 성과와 

경재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 工했다． 분석결과 기술의 명료성과 축적과 같은 기술적 

요인， 조직의 리더와 인적자원의 질과 같은 조직 요인， 환경적 불확실성과 정부의 지원 

같은 환경 특성이 물류서비스의 제공자의 환경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성원（2010) 연구에서도 경영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녹색물류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녹색물류가 환경적 성과에 영향관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Lin and 

Ho(2008）와는 달리 녹색물류와 경제적 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하（2005）는 환경물류활동（정보 및 관리기술， 근원적 감축， 재사용， 재활용）이 기업 

물류성과（고객서비스， 물류비）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석하이성호（2006）는 

환경물류활동으로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관리로 선정하여 물류성과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성과는 기얽구모에 따라 차이가 있읍을 밝혔다． 정 

혜연·정중재（2010）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과 물류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환 

경친화적 물류활동 중 환경친화적 포장을 제외한，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수배송， 보관， 

회수 물류활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물류성과는 물류비용과 고객서비스 만족도로 연 

구되었다． 

3.2. 녹색물류 전략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초에는 환경이 물류산업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와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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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었다（Muller 1990; Murphy et al. 1994). Liu Ping(2009）는 연구에서는 운송수 

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 불필요한 포장재원의 낭비， 창고에서 발생하는 요인 

등 환경경적인 요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녹색물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발전시 

켜야 한다고 하였다． Penman et al.(1994）는 환경 친화적 물류는 재생자원의 획득을 우 

선으로 역 물류 조직을 기업 간에 확립하며， 환경에 대한 지식 교육의 중요성과 모든 관 

계자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였다． Carter and Jenning(2004) 역시 물류에 

서 환경을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포함시켰으며， 사람지향적인 조직문화， 최고경영자 리 

더십， 피고용인의 조치， 고객의 압력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Markley 

and Davis(2007）도 기업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통한 기 

업의 이미지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김홍익（2010）은 환경물류에 대한 확대 전략에서 정부차원， 기업차원， 소비자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중 기업차원에서 환경물류의 가치와 활성화를 지향하며 공공 

성을 지향하며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충배·김정환 

김민관（2011）은 녹색물류 추진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온살가스 저감을 위한 적 

극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저감장치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세분화된 규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생산과 물류과정의 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W. 결 론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화물 및 교통 시스템의 비용을 감소하고， 효율성과 산뢰성 

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물류발달로 인한 편의성 향상과는 대조적으로， 환 

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슈와 물류의 긍정적 영향을 포함한 녹색물류가 부각되었다． 

이는 기후 변화에의 대응과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 따라， 물류에서도 환경 친화가 반영된 

녹색물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애 본 연구는 녹색물류에 대 

한 이론적 정립 및 기업의 녹색물류 실천을 위한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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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녹색물류에 대한 개념적 정의， 녹색물류의 필요성， 녹색물류 적용영역을 고찰하 

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녹색물류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쩌 녹색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녹색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녹색물류산업의 주쳬는 물류기업 및 

기업으로 정부의 노력과 더블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최소화 등 녹색물류 실챤을 

위한 기업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물류의 실천에 부합하는 새로운 물류성과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녹색물 

류는 자원과 제픔， 제풍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여 녹색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므로， 이 

에 부합하는 새로운 물류성과 측정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물류프로세스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분화된 규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 

적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생산과 물류과정의 혁신과 기술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녹색물류 실천을 위해 환경지향적 조직문화 조성과 경영자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녹색물류를 실천하려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녹색물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업의 녹색물류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녹색물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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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개요 

본 연구는 녹색물류에 대한 이론적 정립 및 기업의 적용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녹색물류에 대한 개념적 정의， 녹색물류의 필요성， 녹색물류 적용영역을 고찰 

하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녹색물류 관련 정 

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녹색 물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녹색물류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녹색물류의 실천에 부합하는 새 

로운 물류성과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짯째， 물류프로세스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녹색물류 실천을 위해 환경친화작 조칙문화 조성과 경영자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녹색물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keyword : 녹색물류， 녹색물류 정책， 환경친화적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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