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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벡스 
소개

현대무벡스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물류자동화와 IT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물류자동화 사업부문은 2018년 5월 자회사 합병을 통해 신설 되었고, 현대무벡스가 보유한 혁신적인 IT 기술을 

물류시스템에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현대무벡스의 IT 역량이 반영된 물류시스템은 생산성, 효율성, 

안정성을 제공하여 고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물류 가시성을 확보하여 이슈 상황에 선제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 물류창고 엔지니어링 분야 1위 기업으로, 현대상선과 현대로지스틱스의 물류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반영된 가장 현대적인 ‘물류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안전시설인 승강장안전문(Platform Screen Doors)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전국 지하철 및 철도에 

최적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IT 사업부문은 최고의 기술인력과 다양한 산업별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여 년간 축적된 고객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주요 IT 서비스로 항만, 해운, 육상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IT 컨설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현대무벡스는 종합 물류 전문 기업으로서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컨설팅, 설계, 제작 및 설치, 유지보수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의 시스템 

구축 사례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Total Engineer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하철 안전시설인 승강장안

전문(Platform Screen Doors)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전국 지하철 및 철도에 최적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류자동화 Biz

IT Biz

IT 
Solution

Core 
Technology

현대무벡스는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해운물류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항만운영시스템은 매년 10백만 개의 컨테이너의 이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수출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개발한 선사와 선박관리시스템은 약 100척의 선박에 장착되어 

선박의 관리와 운항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항만 솔루션 선사/선박 솔루션 육상 물류 솔루션 

클라우드 

IT 
Business

IT 컨설팅 공공

로봇

IDC

빅데이터

ITO

블록체인

로지스틱시스템 

컨설팅

스크린도어

Total 
Engineer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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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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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동화 
사업부문

물류엔지니어링(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수요변동, 긴급상황, 환경변화, 구조변경 등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투자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최적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적, 체계적, 효율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수행합니다.

•투자효율성 및 생산성의 극대화 •과학적, 체계적인 시스템엔지니어링 수행 

특장점 
•물류엔지니어링

•일반물류

•특수물류

•일반제조

•핵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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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ulation
Model

= =

System Parameter Big Date

Logistics
Model

Reference Data / Calibration Date

System Engineering
(Planning, Engineering, Design)

System 
Design

*SLP, *FLP

시스템 특성Storage, Sorting, Picking, Transfer

*SLP : Systematic Layout Planning
*FLP : Facility Layout Planning

유연성
Flexibility

ASRS, 
Shuttle

민첩성
Agility

적응성
Adaptivity

AGV, LGV, 
RTV, EMS

Statistical
Anaiysis

OPTIMIZAION
Sorter, 

Conveyor, 
DPS, DAS,

GTP

시스템 경제성 평가 (ROI분석)

시스템 특성을 만족하는 

자동화수준 구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구현

Design 
Parameters

Performance 
Responses

Global Optimization
[ 투자 + 엔지니어링 + 전략 ]



일반물류

유통택배 | Distribution / Parcel Service
생필품, 도서, 택배화물 등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최적화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고, 보관, 피킹 및 분류 작업을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장점
•상품의 정확하고 안전한 배송 실현 

•입출고, 보관, 피킹 및 분류 작업 등 전 과정에서의 소요 인원 최소화 

•자동화 설비의 적용으로 작업 신속성 및 작업 능률 향상 

•물동량 처리능력 증대

냉동냉장 | Freezing / Cooling
0℃부터 -30℃까지의 극한 환경에서 냉동 / 냉장 제품을 입출고 및 

보관하는 자동창고 시스템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보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자동화 설비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창고관리를 실현합니다.

특장점
•단열 효과를 극대화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내한 사양이 적용된 냉동창고 전용 ISC 및 RTV 적용 

•ISC, Conveyor, 단열 Door, RTV 등 메인 설비의 표준화 구축 

•극한 환경(0℃ ~ -30℃)에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유지보수 

•ISC, RTV 고장 시 보드 교체 등의 간편한 유지보수 방식 적용 

타이어 | Tire
타이어 생산 공정내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수작업을 대폭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및 인원절감 

•신속하고 유연한 시스템 설계로 생산성 극대화 

•SRV, LGV 등을 이용한 최적의 시스템 솔루

특수물류

식품음료 | Food & Beverage
청결도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품 음료 전용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배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청결 유지를 위해 분진 발생이 없는 비접촉 전원공급 방식의 물류설 

   비를 적용함으로써 타 자동창고와의 설계 차별화 

•50m급 ISC를 적용한 초고층 자동창고를 통해 보관 효율 극대화 

공항물류 | Airport Logistics
공항 물류 특성에 적합한 자동화 설비와 신뢰성 높은 IT 시스템을 적용

하여 최적의 항공 물류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특장점
•ETV(Elevating Transfer Vehicle), TV(Transfer Vehicle) 등의 

   다양한 설비를 활용하여 항공기와 착륙지 간의 유연한 화물 운송 실현 

•화물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 데이터 처리 

병원물류 | Hospital Logistics
반송물 이동이 잦은 병원에서 각종 문서, 소형물품 및 약품 등을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기송관, 수직 반송기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반송 실현 

•사용처(병동, 폐기물 처리장 등)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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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비

Stacker Crane
(MX CRANE)
Stacker Crane은 자동창고(ASRS)의 구성 설비로 주행, 승하강, 포킹 동작을 통해 하물을 자동으로 

Rack에 적재, 외부로 출고하는 장비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보관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하물의 종류, 높이, 속도 등에 따라 UC(Bucket), PC(Pallet), SH(고층형) 타입이 

있으며 취급 환경에 따라 냉동형, 방폭형 등의 다양한 사양의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고층·고속 운전이 가능하여 한정된 대지에 보관 효율 높음

•최적 위치제어를 통한 Creep less 운전으로 물동량 처리 효율 높음

•하물을 종류와 중량, 사용환경 등 다양한 사양에 대해 취급 가능

EMS (Electrical Monorail System)
(MX SKY)
EMS는 공장, 창고 상부에 위치하며 레일을 따라 일방향 또는 왕복 이동하여 하물을 이동하는 설비

로서, 천정 Rail 주행으로 지상 설비 및 작업자 간섭과 무관하게 하물 운송 가능하며 Carriage 

승·하강을 통한 컨베이어 등의 지상 운송 설비와 유기적으로 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고성능 전용 MCU 및 통신보드를 활용하여 고속 EMS 제어계통 구현

•대차간 실시간 통신제어에 의한 충돌방지 및 효율적 대차간 거리 제어

•센서리스 서보모터를 적용하여 고속 주행 성능 구현

RTV (Robotic Transfer Vehicle)
(MX RTV)
RTV는 지상주행궤도대차로 자동창고에서 하물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장비로서, 기존의 Conveyor 

대비 20배속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적용환경에 따라 직선형, 루프형, 싱크로형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특장점
-고속형 RTV

•전용 기어리스 동기모터와 전용 인버터에 의한 고효율, 고성능 RTV 구현

•2대 모터 동기운전 제어로 고속 주행 성능 구현 

-Triple Synchronized RTV

•다수 대 운영이 가능한 RTV로 설치 공간과 물동량 처리 효율 높음

•양방향 상대속도 및 거리 검출 제어를 통한 고성능 싱크로 운전 구현

일반제조

석유화학 | Petrochemical
석유화학 제품 생산 이후의 모든 공정(운반, 보관, 출하)에 대해서 자동화를 실현

한 최첨단 자동창고 시스템으로,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연계하여 출하까지의 

물류 흐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특장점
•대단위 물동량에 대응하는 최첨단 물류설비(Twin Fork ISC, Double Bed 

   RTV 등) 적용 

•제품 생산라인 이후부터 출하까지의 전 공정을 통합 관리 가능

의약품 | Pharmaceutical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보증을 위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적용한 자동창고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물류 설비를 통해 의약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배송을 실현합니다.

특장점
•의약품 특성에 따른 구역별, 용도별 Zone 구획 및 배치 

•Map Cart, DPS 등 피킹 자동화 설비를 적용하여 작업 효율성 극대화 

•GMP 기준 부합을 위한 Validation 업무 수행

의류 | Clothing
의류 물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설비를 적용하여 정확한 입출고, 보관, 피킹 및 

분류 작업을 구현합니다.

특장점
•신속, 정확한 실시간 재고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물량 처리(Box, Hanger 단위)로 운영 인원 최소화

자동차 | Automobile
중단 없는 생산라인 연계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자동화 설비를 선정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공정 연결 효율성 극대화 시스템 

•신뢰성 높은 자동화 설비 적용으로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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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비핵심장비

13HYUNDAI MOVEX Logistics System12Logistics SystemHYUNDAI MOVEX

GTP (Goods to Person)
(MX PICKING)
Order Picking의 가장 진보된 형태의 물류 장비입니다. GTP의 최소 구성단위는 출하 버켓용 GTP 

1세트와 제품 버켓용 GTP 1세트입니다. 시스템 특성에 맞추어 다수의 GTP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작업자에게 직접 이동시켜 작업 동선을 최소화 하였고, 모니터에 표시된 작업명령에 따라 

단순 피킹작업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이고 간단한 피킹 작업이 가능하여 작업자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특장점
•최단시간 Bucket 교환 시스템

•작업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성능 및 디자인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 가능

Mini Loader  
(MX LODER)
경량 하물용(Box, Bucket) 고성능 Stacker Crane으로 하물의 입· 출고 처리량이 매우 우수합니다. 

물동량 처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경량 스태커 크레인보다 적은 수량으로 자동창고(ASRS) 

운영이 가능하며 저장 공간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특장점
•고가감속 운전으로 높은 물동량 처리

•Slip Zero 주행 구동 성능

•고속 주행을 위한 마스트 경량화 구현

•다양한 크기의 하물 로딩 구현

•Twin Side Forking Device 적용으로 물동량 극대화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MX AGV)
AGV는 무인운반차라고 하며 기존 물류 이송방식인 Conveyor를 대체하여 공장, 창고 내/외부에

서 Rail 없이 레이져 빔등을 이용하여 주행하며 자동으로 제품을 적재,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레이

저 유도장치를 통해 시공 및 측량 작업이 필요 없어, 빠른 시운전 작업 가능하며, Magnetic Bar 등

의 매립공사가 불필요합니다. 

특장점
•자유로운 궤도 설정이 가능

•목적에 맞는 이재장치의 결합 용이

•물류 실시간 제어

LIFT
(MX LIFT)
Shuttle system에 입· 출고 용도로 적용되며 하물을 층간 이동시키기 위한 물류장비입니다. 

LIFT는 각단의 Shuttle이 빠른 속도로 하물을 공급·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처리량이 

요구됩니다. Shuttle system의 높은 물동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가감속, 고속의 승하강 성능, 

고속 피딩 성능, 지연시간을 최소화한 운전 제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장점
•고속의 승하강· 피딩 성능으로 Shuttle system의 높은 요구 물동량 만족

•Twin carriage를 적용하여 물동량 극대화

HST (High Speed Traverser) 
(MX HST)
GTP와 셔틀 시스템 간 하물을 이송하기 위한 최신 물류 장비입니다. 초고가감속, 초고속 주행 및 

고속 피딩 성능을 구현하여 GTP와 셔틀 시스템간에 요구되는 높은  물동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컨베이어나 RTV로는 구성할 수 없는 자동창고 구성이 가능합니다.

특장점
•초고가감속, 초고속 주행

•Slip Zero 주행 성능

•2단 구성으로 GTP와 연계 구동 및 물동량 향상

Shuttle 
(MX SHUTTLE)
다층형 하물 보관 시스템으로 층마다 각각의 셔틀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합니다. 입· 출고는 고속 

리프트를 활용하며 스태커 크레인에 비해 입·출고 작업시간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입· 출고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물동량이 요구되는 온라인 쇼핑 물류센터에 적용

되어 연속적인 피킹작업(GTP)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물을 공급, 재보관합니다.

특장점
•고속 주행 · 포킹 성능의 셔틀이 다층 구성되어 높은 처리량 구현

•셔틀랙, 셔틀레일 일체화 설계로 안정적인 주행, 포킹 성능

•Side Forking Device 적용으로 물동량 극대화



Platform
Screen Doors

•완전밀폐형

•반밀폐형

•난간형

물류자동화
사업부문

완전밀폐형

스크린도어 

반밀폐형

난간형

선로부와 승강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형태(지하역사에 적용)

특장점
•승강장 추락 방지(100%) 

•열차에 의한 바람, 먼지 완전 방지 

•소음 감소 냉,난방 에너지 절약

승강장안전문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지하, 지상역사에 적용)

특장점
•승강장 추락 방지(100%)  

•열차에 의한 바람과 먼지 차단의 부분적 효과 기대  

•천장 부분과의 Interface가 완전 밀폐형에 비해 현저히 줄어 

   시공성이 뛰어남

차량의 문 위치에 맞추어 난간 형태로(1.2~1.6m) 설치(지상역사 적용)

특장점
•승강장 추락 방지(70%) 

•승객의 시야확보 가능 

•반 가조립 상태로 설치하므로 공사 기간 단축

Platform
Screen Doors

Platform
Screen 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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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onsulting (ISP)

IDC

ISP
현대무벡스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경영 및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화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고객의 경영 전략에 부합하는 정보화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진행단계별 체계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립니다.

특장점   
•임직원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개선

·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공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정보화 수준진단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정보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

·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성 증대

IDC
현대무벡스는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화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전문 운영요원

이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을 위탁 받아, 이를 통합 운영하고 외부의 침입 및 

각종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스템을 관리하여 고객에게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 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 통합관리에 따른 경제성 향상

· 최신 설비 및 인프라에 의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향상

· 적기에 자원과 기술 지원에 따른 효율성 향상

· 통합 보안체계에 의한 보안성 향상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율성 제고



IT시스템
통합

핵심
사업영역

솔루션 SI

IT시스템
관리

IT컨설팅
서비스

•ISP / BPR 컨설팅

•네트워크 / 보안 컨설팅

•클라우드 도입 / 전환 컨설팅

•빅데이터 / AI 컨설팅

•퍼블릭 및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및 R&D

•레거시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SI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솔루션

•현대그룹 IDC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유지관리 

•기반시설 및 운영환경 인프라 구축 / 운영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통합 SI 제공

•SW, HW  통합인프라 설계 및 구축

•시스템 / 어플리케이션정부 및 기업의 개 발

•공공 / 금융 / 제조 / 관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HYUNDAI MOVEX

ITO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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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현대무벡스는 스마트 제조 환경을 이끌어갈 IoT, Big Data, Smart Factory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가시

화하여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장점   
•생산활동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신속한 생산 대응과 효율적 공정 운영을 지원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을 수집 / 분석 /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

건 설
현대무벡스는 건설분야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시켜 정보통신, 빌딩자동화, 건물 

통합관제 등의 기술을 실현하여 최신의 지능형빌딩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특장점  
•자동제어를 통한 효율적인 빌딩관리로 비용절감 및 미래기술 변화에 대처 

   가능한 유연성 제공 

•빌딩이용자에게 최적의 환경과 통합보안을 통한 안전성 제공

관광 & 리조트
관광지, 리조트 등의 방문을 원하는 고객의 모집 / 응대 / 예약 / 결제 / 정산 및 

식음 / 판매 운영매장 등의 관리, 운영, 설정 시스템을 제공하여 관광 / 리조트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특장점  
•국내 유일의 육로 출입국 업무 프로세스 내재   

•여행사 본사 및 협력 대리점을 지원하는 2티어 시스템

ITO

항만 물류
현대무벡스는 항만 /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IT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외 

터미널, 선사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IT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 

등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항만터미널, ODCY, CFS에서 일어나는 물류 및 통관절차를 일원화한  

   통합운영시스템 제공    

•선사의 선박운영 안전제어, 선박 모니터링, 화물예약, 선적, 하역, 인도 

   등의 업무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창고관리, 주문관리, 물류비관리, 물류가시성 제공을 통한 물류 프로  

   세스 최적화

   특장점   
•중앙부처, 정부 관련 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업무 개선사항 제공

•행정업무, 대민원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등 일반자치행정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AI 등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공공
현대무벡스는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사업을 수행한 현대그룹의 Total SI사업

자로서 최고의 인적자원과 첨단 ICT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쟁력 확보

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현대그룹의 

도전과 창조적 예지 정신으로 한걸음 앞서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고객가치로 승화시키는 선도적 IT기업입니다.

IT Consulting



현대무벡스의 통합물류솔루션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중심으로 주문관리(OMS), 운송관리(TMS), 물류비관리(CMS), 

최적화관리(WOS) 및 가시성관리(VMS) 시스템이 통합 연동된 시스템입니다.

특장점

1) 통합 물류 솔루션 지향 : WMS, OMS, TMS 중심(하나의 솔루션으로 운영), 확장형 모듈은 별도 연동가능(CMS, WOS, VMS 등)

2) 다양한 전략, 정책화 : 다수 구축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전략의 선택적 정책화

3) 외부 시스템 연동 / 확장성 : 시스템 계층간 상호연동 용이, DB↔DB, 엑셀, Restful API, 향후 시장환경 변화 대응 용이

4) 스마트 물류 기능 : 머신러닝 기술 적용 가능, 작업 기초데이터축적, 빅데이터 분석, 최적의 작업 프로세스 제안,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5) 자체 WCS 통합구축 : 자체 개발한 WCS와 통합연동, AS/RS, 소터시스템 자체 구축, DPS, DAS, DPC 구축 가능

6) 웹 표준 지향 : HTML5, Java 3티어 기반, 전자정부프레임워크(기반자체 프레임워크 Upgrade•non-ActiveX(ActiveX 지양)

7) UI / UX 최적화 : 사용자 업무 편의 최우선, 다양한 경험 → 패키지 반영, 용자 정의 화면 설정 기능

8) 다국어 지원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언어 제한없이 사용가능, 언어 DB화 → 확장 용이

*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 창고관리시스템)  

   창고내 현장운영 최적화 프로세스 적용 / 다양한 운영 전략 탑재 / 자동화 시스템과 연동성 강화

* OMS(Order Management System | 주문관리시스템)  

   B2B, B2C 다양한 주문 형태를 통합 수집, 조정, 관리  거래처 포털 기능으로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

*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 운송관리 시스템)  

   라우팅 최적화 엔진 탑재, 고정 / 자동 배차, 차량관제, 운송실적, 기사용 Mobile app

SolutionIT
사업부문

HYUNDAI MOVEX BUSINESS SOLUTION

육상물류 솔루션

HYUNDAI MOVEX

통합물류솔루션 

•육상 물류 솔루션

•항만솔루션 

•선사/선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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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Terminal Container
글로벌 선사인 HMM의 터미널 운영 노하우와 현대무벡스의 최신 IT 기술이 접목되어 

개발된 터미널 운영시스템(Terminal Operating System)으로,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최신 기술 기반의 안정적인 Architecture 제공 (Active – Active 방식 지원 등) 

•Uni Framework – 항만물류 특화 자체 개발프레임워크  

•Automation Module - 자동화 크레인 통합 제어

U& Terminal Bulk
Liquid bulk, Dry bulk, Break-bulk 등 모든 종류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터미널의 

운영시스템입니다. 사전계획 수립과 자원, 비용 예측을 통해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두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특장점 
•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영업 중심 시스템

•실적 기반의 청구관리 시스템(Invoice)

•RFID 기반의 화물 계근시스템 연계

U& Terminal Auto
기존 수동터미널의 운영시스템 (TOS) 에 간단히 플러그인(Plug In)함으로써 기존 TOS의 교체 

없이도 자동화 터미널로 전환할 수 있는 터미널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특장점  
•Down-Time 이슈 Zero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 

•최적의 장비 선정 자동화 

•야드 크레인의 Optimal Path Control

U& Terminal I Max
TOS, 이송장비, 위치인식체계를 연계하여 터미널의 운영과 장비 가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3D 가상환경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장점
•다양한 터미널 view 

•실시간 터미널 자원 추적 기능

•장비, 컨테이너 조건 별 검색, 모니터링 기능

U& Vessel
효율적인 선대 운영과 안정적인 선박의 자산, 선원 관리를 위하여 U& Vessel 솔루션은 

해운사에 필요한 모든 업무 관리 프로세스를 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특장점
•메이저 해운사에 의하여 개발 및 운영이 되어 검증된 기능과 프로세스 구축 

•선박-육상간 웹 기반 기술과 위성 데이터 자동연동 가능하여 선박-육상간 데이터 동기화와 유지 

    보수에 최적화

•재무, 회계 등의 ERP 시스템과의 호환성 우수

U& Vessel Insight
IMO, EU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글로벌 해운 경기의 불황에 따른 운영 원가 절감, 에너지 

효율성 관리의 이슈 증대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선박용 에너지 절감 및 운항 최적화를 위한 

관리 솔루션입니다

특장점
 •실시간 선박 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빅데이타 기반의 기기 성능 분석

 •효율적인 경제 운항 수립을 위한 최적 Trim과 최적 Route 제공

 •EEOI 및 SEEMP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기능 및 OPEN API 기반의 실시간 기상 정보 제공

 •선박의 운항 조건을 KPI 기반으로 실시간 감시 및 관리 기능 제공

U& Vessel Shipping
선사의 해운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선사운영시스템으로 영업 및 지원에서부터 효율적

인 스케쥴링 및 운영 / 정산 / 운항 / 장비관리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장점
•선사 업무에 최적화된 통합 선사운영시스템

•해운업에 특화되어 적용된 최적화된 개발방법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컨셉을 적용하고,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UI 플랫폼 적용

•다양한 EDI 표준이 적용된 통합 EDI 솔루션 적용

U& SmartStow
선박의 안정성과 화물적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종강도, Lashing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선급의 인증을 획득한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특장점
•IMDG Find Loadable Position 기능의 탁월한 속도 / High Cubic 컨테이너를 실제 높이로 표시 

    하여 효율적인 Plan 가능

•Tank Design에서 클릭만으로 Tank Volume 조절이 가능 /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단축키 설정이 가능

•Lashing Calculation, Lashing Pattern, Lashing Graph 통합화면 제공 / 편리한 특수 컨테이너 

   (IMDG, OOG) Count / 상세조회

항만 솔루션 선사 / 선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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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y

HYUNDAI MOVEX BUSINESS

IT
사업부문

•Core Technology

클라우드
현대무벡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단순한 인프라 구성이 아닌 비즈니스의 혁신을 의미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한 구축, 다양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운영 등 모든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AWS 공식 파트너로서 통합 과금을 통한 선진화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산업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한 최상의 클라우드 컨설팅 / SI /솔루션

•자체 IDC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24시간 관제 서비스

빅데이터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물류, 제조, 관광 IT에 특화된 최적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특장점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제공 

•하둡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End-to-End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기록하여,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현대무벡스는 금융, 

물류, 제조, 관광,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특장점
•디지털 인증 및 전자결제 구축 서비스 제공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구축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Supply Chain) 관리 구축 서비스 제공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대형건물 內 소형화물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장점
•수직이동을 통한 무한확장 서비스 제공

•빌딩 내 사물 제어를 위한 IoT 플랫폼 제공

•멀티 제어 및 스케쥴링을 위한 로봇 관제플랫폼 제공

•도메인에 특화된 사용자 UI/UX 제공

Co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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