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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무 자동화의 

새로운 해법, 

Brity Works 

Preview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로봇,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물류업계에 대한 첨단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었지만, 실상은 여전히 많은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White Paper에서는 삼성SDS의 자체 개발 솔루션 

Brity Works를 통한 물류업무 효율화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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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IT, 그 이상과 현실 사이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물류 분야에서 I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T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홍보 자료를 살펴보면,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한 창고 작업자가 태블릿 PC나 모바일 스마트폰을 들고 

업무를 하는 모습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첨단 물류 이미지만을 보면 마치 물류업계가 전체적으로 매우 표준화 

되어 있고 시스템 기반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의외로 많은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물리적인 종이 문서 기반으로 국제 표준이 확립된 

국제운송 분야에서 이러한 특징은 더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Accenture와 Kuehne+Nagel 그리고 유럽세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제운송에서는 일반적으로 20가지 종류 이상의 종이문서가 필요하며, 그 

문서들의 정보 중 70%는 중복 데이터라고 분석하고 있다.1 또한 IBM에 따르면, 

전통적인 선적 업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보통 30 여명이 200 여회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프로세스가 완료된다고 한다.2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 Economist가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현황을 

분석하며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자의 42%는 한 건의 선적을 

처리하는데 2시간 이상 종이 문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83%는 

수입하는 물량의 글로벌 Tracking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물리적인 운송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동일한 응답자의 66%는 

자신들이 수입하는 화물의 25%가 계획보다 늦게 도착한다고 응답하였다.3 

이렇듯 물류업계의 곳곳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작업이 만연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상의 차질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Industry Consortium Successfully Tests Blockchain Solution Developed by Accenture That Could 

Revolutionize Ocean Shipping”. [Accenture Official Website]. (Mar. 14, 2018). 

https://newsroom.accenture.com/news/industry-consortium-successfully-tests-blockchain-solution-

developed-by-accenture-that-could-revolutionize-ocean-shipping.htm 

2 “Enterprise-ready blockchain brings transparency to supply chains”. [IBM Official Website]. (Apr. 20, 2018). 

https://www.ibm.com/blogs/blockchain/2018/04/enterprise-ready-blockchain-brings-transparency-to-supply-chains 

3 “The global logistics business is going to be transformed by digitisation”. [The Economist]. (Apr. 26, 2018). 

https://www.economist.com/news/briefing/21741139-will-be-bad-news-some-global-logistics-

business-going-be-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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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수작업의 현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류업계는 IT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에 비해 수작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작업과 비효율을 줄이려면 글로벌 물류업계 

전반의 문서 양식, 프로세스 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시스템 

기반으로 개선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십 년간 전세계 수많은 물류 업체들이 

각자 사용해온 문서 양식과 물류 프로세스를 한번에 표준화 및 시스템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물류업계는 일반적으로 타 업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몇몇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매우 보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물류 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특정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원하는 정보를 이메일로 받거나, 해당 업체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정보를 조회하여 자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것이 물류업계의 

답답한 현실이다. 간혹 시스템간 연계가 되어 있더라도, 이 또한 대형 물류 

업체간 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이마저도 필요한 모든 정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수신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화물 Tracking 정보의 경우, 선사, 

항공사의 시스템과 당사 물류 시스템이 EDI 4  기반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DI를 통해 수신할 수 없는 데이터 존재하거나, EDI 데이터의 도착 

시간이 늦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EDI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결국 업체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실제로는 특정 사용자가 선사, 항공사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화물 Tracking 정보를 조회한 후, 당사 물류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업무 구조가 물류사의 성장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 수작업으로 물류 정보를 관리하면, 운영하는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사, 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해야 하는 건수도 정비례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 담당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보니, 

물류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일 원가부담을 

이유로 제한된 인력들에게 수작업 업무를 가중시키게 되면, 결국 고객 서비스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단순 반복업무를 하게 되는 셈이 된다. 더불어, 수작업은 

언제나 휴먼에러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이 늘어날수록 정보 

오류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정보 오류가 실제 

물리적인 물류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4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 

 



 

3 

 

 

 

Brity Works기반 업무 자동화 추진 

그렇다면 대규모 시스템 투자 없이 이러한 반복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물류 업무 자동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하던 중,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하도록 하는 

자동화 솔루션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작년부터 물류 분야의 자동화 

솔루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실시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점’,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일정계획 수립이나 Tracking 업무 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5 삼성SDS는 글로벌 물류 사업 분야와 IT 

솔루션 분야에 모두 진출해 있는데, 마침 자체 개발한 자동화 솔루션인 

Brity Works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솔루션을 기반으로 반복된 물류 

업무에 최적화된 해법을 찾고자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선적용 프로세스 선정 

Brity Works를 통한 업무 자동화를 위해 당사는 물류 업무 5대 메가 프로세스 

중 수작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출 프로세스를 우선 자동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출 업무 하부 프로세스 중에서 1) 시스템이 있으나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단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우선 도출하고, 2) 그 중 Brity Works를 

통한 자동화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선별했으며, 3) 마지막으로 적용 시 가장 

효과가 큰 프로세스에 Brity Works를 선적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Brity Works 최적화 과정 

처음에는 사람이 하는 일하는 방식을 녹화해서 Brity Works가 똑같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니 선사, 항공사에서 화물 1건을 

조회해서 엑셀파일에 입력하는 시간이 30초가 걸렸고 하루에 필요한 조회 

건수인 27,000건을 조회하면 무려 225시간이 소요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실상 수작업 시간에 비해 효율이 크게 높지 않고, 20대의 PC로 병렬 수행해도 

PC 1대당 1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5 “Robotic Process Automation: Raising Expectations in Logistics”. [Inbound Logistics]. (May. 1, 2018). 

  https://www.inboundlogistics.com/cms/article/robotic-process-automation-raising-expectations-in-logistics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olutions/off/brity/br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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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Headless Browser6 방식과 HTML Parsing7 방식을 

사용하여 작업속도를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1건 조회 시 필요한 시간을 

0.5초로 단축할 수 있었고, 하루 27,000건 조회를 3.75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 또한 운영 적용을 못하였다. 

조회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선사,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Brity Works를 

통한 화물 Tracking 조회를 DDoS 8  공격으로 오인하여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사는 선사, 항공사 웹사이트가 허용할 수 있는 조회 속도로 선사, 

항공사별 조회 주기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여 1차 운영 적용하였고, 이후 선사, 

항공사와 협의하여 1건 조회 시의 시간을 1.5초로 하여 2차 운영 적용함으로써 

Brity Works 기반 화물 Tracking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6 Headless Browser : 실제 물리적인 Web Browser를 실행시켜 작업 하지 않고, 시스템 백그라운드에서 

 웹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UI 표시에 소모되는 H/W 리소스를 줄일 수 있음 

7 HTML Parsing : 특정 사이트에 HTML의 구조를 분석하여 원하는 자료를 선별 하는 기능 

8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 해킹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 (Dos; Denial of Service attack)'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Source: Samsung SDS * 건당 조회 및 엑셀파일 입력 시간 

30 초 

사람이 일하는 방식 

그대로 자동화 
 

    속도 이슈 발생 

0.5 초 

Headless Browser & 

HTML Parsing 적용 
 

    DDoS로 오인 

1.5 초 

선사/항공사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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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및 Documentation 업무 효율화 

Brity Works 적용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었던 분야는 물동 Tracking 

업무이다.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협업 대상이 많은 

뿐만 아니라 각 파트너들의 시스템 및 정보관리 수준도 상이하여 비효율적인 

수작업이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적 업무를 위해, 선적 요청서 (Shipping Request),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수출입 신고필증 등의 관련 서류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역시 Brity Works를 통해 자동화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시성 정보 요청 메일링 자동화 

 파트너들이 사전 합의된 기간 내 자사 시스템에 가시성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여 업체에 

메일을 보내왔다. 간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매일마다 반복되는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Brity Works를 통해 적기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항목을 List Up하여 

파트너사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 메일을 보내는 것을 자동화하였다. 또한 해당 

메일에 대한 답장이 오면, 답장에 담긴 가시성 정보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업무 담당자는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반복하던 업무에서 해방되었다. 

 

선사 운행정보 업데이트 자동화 

 매일 같은 시간에 업무 담당자들이 물류 운영 시스템에 접속하여 

Tracking 확인이 필요한 수백 건의 컨테이너 리스트를 확인하고, 20여개 

항공사/선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건별 변경 정보를 수작업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이후 이 정보를 엑셀파일에 기록하고, 이를 시스템에 업로드 및 고객사에 

공유하고 있었다. 

기존 업무 중, 정해진 시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여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확인 및 엑셀파일 입력 작업 후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업무까지를 Brity Works로 대체하였다. 또한 담당자가 

이에 대한 작업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Brity Works가 해당 업무를 

완료하는 즉시 업무 담당자에게 작업 전/후 생성된 파일들을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는 반복된 수작업에서 벗어나, Brity Works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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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점검 및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효율화되었다. 

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이를 통해 하루 1~2시간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정보 확인 및 공유를 벗어나, 확보된 데이터 기반으로 기존 

대비 1일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이상 운송 건에 대한 Warning List를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상 건을 효과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hatbot 기반 선적 정보 공유 

 고객이 특정 화물에 대한 Tracking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업무이지만 고객이 아무 때나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다시 선사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비효율적 업무로 꼽혀왔다. 

Brity Works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메신저를 

통해 텍스트로 Chatbot9에게 Tracking 정보를 문의하면, 문의 내용을 인지하여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게 된다. 실제 채널 역할을 하는 

업무 메신저는 범용성을 고려하여 현재 업무 협업용 도구로 널리 쓰이는 

Slack10을 사용하였다. 

 

선적 서류정보 자동 입력 

 선적 서류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전체 업무시간의 25%를 

선적 요청서 (Shipping Request),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수출입 

신고필증 등에 선적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문서를 처리하는 단순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다. 

Brity Works를 통해 단순 반복되었던 선적 서류 입력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은 고객 요청사항에 응대하는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단순히 업무량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까지 기대하게 되었다. 

  

                                           
9 Chatbot :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Chatting + Robot) 

10 Slack : 초기 게임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개발 되었으나, 현재 기업들간의 협업 도구로 

  주목 받고 있음 (참고 : Slack.com) 



 

7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물류분야 혁신 가능성 발견 

최근 물류분야에서 주목 받는 이슈인 블록체인의 경우, 국제 무역분야 전반에 

적용되었을 때 매우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지만, 실제 실용화되는 과정을 보면 매우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컨셉은 훌륭하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체 무역 구조를 바꾸기에는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고 수십 년간 굳어진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수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어쩌면 비효율적인 관행이 굳어진 

물류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해법일 수 있다. 또한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IPA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가 그 

다음 단계로 주목 받고 있다. 자동화 솔루션이 단순히 업무 동선을 그대로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IPA는 AI와 Machine Learning을 활용해 이러한 

업무를 학습시키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개념이다. 11  향후 

지능화된 자동화 솔루션은 물류 업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물류 자동화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11 “RPA VS IPA: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IS THE NEXT FRONTIER”. [Ephesoft]. (May. 24, 2018). 

   https://ephesoft.com/rpa-vs-ipa-intelligent-process-automation-next-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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