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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바쁜 선적 항구가 더 스마트해지다

“우리는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Cisco HyperFlex를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yperFlex에서 Microsoft SQL Server를 실행한 것이 

데이터 자동화에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물량이 증가하면서 

항구가 꾸준히 확장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확장성과 최고의 성능을 가진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Cisco HyperFlex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상하이항 
(Port of Shanghai)

• 업종: 글로벌 선적

• 규모: 직원 수 17,213명

• 위치: 중국 상하이

•  웹사이트: http://www. 

portshanghai.com.cn/en/

Zhang Chuanjie

상하이항 IT 관리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시스코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능해진 

인텔리전트 항구 시스템 덕분에, 항구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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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선적 컨테이너의 선적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정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뒤 항구로 옮겨지면서 시작됩니다. 컨테이너는 항구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지정된 선적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선박 옆으로 옮겨지고 갠트리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적재됩니다. 그리고 크기, 무게 및 오프로드 목적지 항구에 따라 

배치됩니다. 바다를 건너 새로운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하적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옮겨집니다.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박은 특정한 해상 일정에 따라 정박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배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듯이 하차 시에도 항구의 서로 다른 파트로 전략적으로 보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하나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 집약적인 

선적 과정을 요하는 컨테이너가 매일 수 백만 대, 연간 4,000만 대씩 항구에서 

이동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변모한다면 어떨까요? 또 여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하이항 개항

1842년 처음 3개의 터미널을 개설한 상하이항은 13km의 해안선에 걸쳐 총 376만 

평방미터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선적 항구였던 

상하이항은 세계 각국을 오가는 수입품과 수출품을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상하이항은 계속 성장하면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900만 대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항구가 되었고 

2016년에는 3,700만 대 이상의 컨테이너를 취급하여 기존의 기록을 경신했으며 

2017년에는 취급 컨테이너 수가 4,000만 대로 늘면서 자신이 수립한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상하이항은 선적 산업의 개척자이지만,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생각하라

오늘날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외항선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전 세계 수입 

및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입품과 수출품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항구를 모든 측면에서 정확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하이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장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취급량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실제 적재 및 하적의 효율성이 낮아집니다."라고 Huang Heng Shanghai Harbor 

e-Logistics Software 본부장은 말합니다.

이에 상하이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양산 항만 구역(Yangshan Harbour Zone)에 완전 자동화된 

지능형 항구를 도입한다는 목표 하에 4단계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선적 통행량 조정 및 자동화된 컨테이너부터 무인 컨테이너에 이르는 모든 측면에서 

컨테이너 취급을 제어할 수 있는 항구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상호 작용은 컨테이너 통행량에 대한 비디오 피드를 모니터링하고 

항구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는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제한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상하이항에는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시스코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프라로 선택

10대의 교형 크레인과 40대의 RMG(Rail-Mounted Gantry) 크레인, 50대의 무인 

운반차를 미션 크리티컬한 항구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는 크레인과 운반차를 제어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초당 수 백만 건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하이항은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및 스토리지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광범위한 컴퓨팅 및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춘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하이항은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능 효율성과 고가용성을 하루 24시간 유지하면서도 손쉽게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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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른 주요 하이퍼컨버지드 벤더들을 모두 평가한 끝에 Cisco HyperFlex를 선택했습니다. “당사는 

배포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Cisco HyperFlex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물량이 증가하면서 항구가 꾸준히 

확장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확장성과 최고의 성능을 가진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Cisco HyperFlex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라고 Zhang Chuanjie IT 관리자는 

말합니다.

Cisco HyperFlex는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을 완벽하게 통합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배포가 용이하고 관리 기능을 갖췄으며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하이항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yperFlex는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을 상시 구동(always-on)하여 상하이항의 모든 인텔리전스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항구 자동화 실현

2017년 12월, 드디어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Shanghai Harbor e-Logistics Software 그룹이 자체적으로 

설계 및 개발한 항구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가 구축되면서 양산 항만 구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 및 

완전 지능화된 상하이항은 주어진 시간에 400만 대의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Cisco HyperFlex는 현재 항구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500대 이상의 가상 머신과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양산 항만 구역이 문을 연 이후로 상하이항은 엄청난 이점을 경험해왔습니다. 취급 효율성이 30% 증가했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적의 화물 하적 시간이 10시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10% 줄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발전된 컨테이너 항구로서 입지를 강화 했습니다.

상하이항의 미래

Shanghai Harbor e-Logistics Software의 본부장인 Huang Heng은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의 인텔리전스를 

계속해서 개선하여 항구의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상하이항은 

항구와 선적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혁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는상하이항은 크레인과 무인 운반차를 

추가하여 취급 크레인의 수를 400만 대에서 630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선적 센터로 발돋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의 다음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인 상하이항이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Cisco HyperFlex가 귀사의 비즈니스 

성장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솔루션 및 기술

시스코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 Cisco HyperFlex HX240 노드

•  Cisco UCS C240 및 C220 컴퓨팅 

노드

추가 정보

시스코의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인 

HyperFlex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isco.com/go/hyperflex

더 많은 HyperFlex 고객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isco.com/go/hx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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