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 목재 팔레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9-21
전화: +82 (0)41 533 9555
Email: info.korea@nefab.com

비용 절감
SCOPE 3 절감
간단하고 빠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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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 목재 팔레트

최대 600kg까지 적재 가능

1200×800 팔레트 중량은 7~8kg입니다.

   SCOPE 3 절감     비용 절감           실행

보다 가볍고 지속 가능한 운송 팔레트를 통해 변화를 만듬

 

가벼운 나무는 소나무보다 5배 빨리 
자랍니다.

경량 목재 팔레트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운송 중 과도한 중량을 최소화하여 CO2 
배출 감소 시킵니다.

효율성 건강환경

더 가벼운 팔레트는 
무게비용을 줄입니다.

경제성

많은 상황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불필요한 과도한 무게가 존재합니다..
경량 목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송을 위한 CO2 배출 최소화 
목표인 SCOPE3를 달성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면 운임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목재 팔레트이기 
때문에 알려진 취급 절차와 

재활용 경로를 통해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고객 사례: 공급망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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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ab 은 총 물류 비용 및 환경 영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포장을 최적화합니다.

이 흐름에서 24만개의 제품이 선적됩니다.
트럭으로 평균 1,050km와 항공으로 11,751km.

설계를 위한 입력 데이터:
- 제품 중량 : 300.0kg
- 시험 표준: 고객 팔레트 표준

사례 설명

- 제품 모델명: 아카시아 목재(밀도 600kg/m3)
- 평균 4 팔레트 크기 고려
- 기술 속성: 강하지만 무겁다
- 기술적으로 더 가볍게 만들 수 없음
판재는 이미 19mm이다.
 

현재
소나무 팔레트

자재 구성:

11.5kg 목재

총 11.5kg

- 설명 : 경량목재 40% 경량화 (밀도 350kg/m3)
- 평균 4 팔레트 크기 고려
- 기술 속성: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
강도 요건
- 이점:
- 항공 운임 절감
- CO2 절감

Nefab은 이 프레젠테이션의 정보가 최신이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했지만, 모든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보증은 없습니다.
완전성, 정확성 또는 이 정보의 사용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종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어떤 경우에도 Nefab 또는 관련 기업은 본 프레젠테이션의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나 조치 또는 결과적, 특수 또는 유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포장 솔루션

제안
경량 목재

자재 구성:

6.8kg 목재

총 6.8kg

CO2 절감액

12292 미터톤 = 40%

-1 128 000 kg
폐기물량

-2 610
승용차를 1년 동안 운전

수명 종료 = 87톤

운송 = 11695톤

포장재 = 509톤

SO14040 및 14044 가이드라인, 코인벤트 데이터베이스 및 ReCiPe 
2016 MIDPOINT를 사용하여 CO2 등가량을 계산합니다. 계층적 
방법론입니다.

현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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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절감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물류 총 비용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솔루션 구현 주요 구성 요소는 운송, 취급, 포장, 기타 (입고, 파손, 
폐기물 관리)

총 절감액

3840000 달러 = 28%

절약 효과

제품당 = 16,00 USD

운송 = 4800,000 USD

포장 = -960000 달러
현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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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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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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