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적재최적화

WE SAVE RESOURCES IN
SUPPLY CHAINS,
FOR A BETTER
TOMORROW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9-21
전화: +82 (0)41 533 9555
Email: info.korea@nefab.com

우리는 공급망을 최적화함으로써 환경 및 재정 자원을 절감합니다.
항상 사람들과 윤리적 표준을 존중하면서 보다 스마트한 패키징과 물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혁신합니다.
이는 고객, 사회 및 환경에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합니다.



컨테이너 적재 최적화

컨테이너 요금 인상

Nefab의 적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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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컨테이너 지수 - Drewry 가 평가한 40ft 컨테이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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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회사들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품이 선적되도록 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모든 센티미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컨테이너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Nefab 은 컨테이너 적재 방식을 변경하여 적재 
밀도를 높이는 컨테이너 적재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적재 계획을 수립하면 공급망을 통해 
재정적 및 환경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 계획은 종종 "빠르고 지저분하게" 수행되며, 제품이 준비되는 대로 컨테이너에 넣는 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면 필요한 컨테이너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 계획
5개의 컨테이너와 22개의 포장 박스

컨테이너 적재 계획
컨테이너 4개 및 포장 박스 20개

        현 상황   Nefab 제안

최근의 높은 컨테이너 가격은 공급망 비용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컨테이너 종합 지수는 2020년 같은 주보다 
276% 상승했고, 일부 노선에서는 컨테이너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Nefab의 적재 최적화

고객 사례

재정 절감

환경 절감

포장 설계를 더욱 개선하여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오버 스태킹 
또는 지지 선반 사용과 같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 미국향 컨테이너 비용(2021 년 10월 기준)

Door-to door
40 피트 18.660 달러
20 피트 16.300 달러

연간 선적 물량:
840 컨테이너, 연간 평균 14.7mUSD 의 운송 비용과 평균 충전 비율 75%의 결과

적재 밀도를 평균 5%만 개선해도 고객은 약 40 개의 

컨테이너 또는 600.000USD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46.1
1년간 운전한 승용차

CO 2 배출량

502.2
소비된 석유 배럴

격리된 탄소

255.3
1년 동안탄소를 저장하는 

숲(에이커)

격리된 탄소

3,587
10년 동안 재배된 나무 

모종

CO 2 배출량

27,661,678.6
충전된 스마트폰

온실가스 배출 회피

9,465.2
매립하지 않고 쓰레기 
재사용 쓰레기 봉투



자세한 정보 및 연락처 정보는 WWW.NEFAB.COM/KO/KOREA/을 방문하십시오.

복합 재료 엔지니어링과 함께, 
저희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포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총 비용 접근 방식은 귀하의 
공급망의 총 비용을 절감하고, 포장 

최적화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저희의 글로벌 공급 및 서비스 
기능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지역적 지원과 국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a

1949년에 설립된 Nefab은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 및 물류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업체입니다.
최적화 서비스. Nefab은 통신/데이터콤, 에너지, 자동차, 의료 장비 및 항공우주 등과 같은 산업에서 글로벌 산업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efab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에 27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그룹의 소유자는 Nordgren/Pihl 

가족과 FAM AB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