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포장 가이드

A. 적절한포장의중요성 (국제운송)
국제화물은 여러 단계에 거쳐 이동하므로, 부적합하거나 불안전한 포장의 경우 화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화물의 포장은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고객님의 화물을 정시 배송 및 안전
배송을 위하여 고객님의 화물 보호와 포장을 위한 주의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B. 포장의구성
1. 외부 포장: 외부 포장 자재는 운송하는 동안 화물의 외부 파손을 방지합니다.
예: 서류 봉투, 비닐 팩, 박스(이중골판지), 목제 박스 등.

알고계십니까?

박스(일중 골판지)

박스(이중 골판지)

일반 국내 운송용

일반 국제 운송용

2. 내부 포장: 내용물 보호를 위한 자재로, 외부의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의화물 파손을
보호합니다.
예: EPE sheet, 스티로폼박스

3. 완충제: 내용물과 박스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써,
박스내부에서내용물의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예: 에어캡(뽁뽁이), 소형완충제(EPE, EPS)

알고 계십니까?
완충제의 권장 두께;
화물무게

완충제두께

0 – 3 kg

2 cm

3 – 5 kg

3 cm

5 - 10 kg

5 cm

10 - 15 kg

6 cm

15

8 cm

kg +

C. 다양한 화물의 포장 방법
부피가 큰 화물의 포장
외부 포장:목제 박스 또는 박스(이중골판지)
내부 포장:EPE sheet, Corner protector, 스티로폼 박스
완충제:에어캡(뽁뽁이), 소형완충제(EPE, EPS)
① Box-in-Box 포장은 화물을 기본 포장보다 더욱 효과
적으로보호할 수 있고 운송 중의 파손을 막을 수 있어 국제
운송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② 물건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박스 안에 완충제를
1. 화물 크기가 하기
사이즈를
초과합니까?

Length

충분히넣고에
어캡
으로박스를
충분히감
싸야합니다.
에어캡으로 포장된 박스를 외부 박스 안에 넣고 빈공간은
에어캡으로 충분히 채웁니다.

70 x Width 40 x
Height 32cm

③ 포장 방법은 화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포장을 위하여 하기 2~5 항목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병포장
외부포장:두꺼운 박스 예) 박스(이중골판지)
2. 액체가 담긴 유리

내부포장:Corner protector, 골판지

병이 있습니까?

완충제: EPE
① 유리병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골판지 혹은 EPE sheet

(두께 1cm 이상)을 박스 안에 넣습니다.
② corner protector 를 유리병의 개별 포장 외부의 바닥과맨
윗부분에 놓습니다.
③ 골판지와 외부 포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면 완충제를
채워넣습니다.

깨지기 쉬운 아이템 혹은 귀중품의 포장
외부 포장:박스(이중골판지) 혹은이와유사하게튼튼한박스
내부포장: EPE sheet, 골판지
완충제: EPE sheet, 에어캡(뽁뽁이), 소형완충제(EPE, EPS)

3. 유리, 도자기,
LED 로 구성된 물품이
있습니까?

① EPE sheet 또는 에어캡을 이용하 여물품 을하나
씩나누어포장합니다. 이후 골판지 혹은 EPE sheet(두께 1cm
이상)을 박스안에 넣어 각 물품을나눠줍니다. LED
모니터의경우, 에어캡 혹은 EPE sheet 을 이용해 포장하기 전
에 골판지로 스크린을 보호해 줍니다.
② 물품을 상자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고, 박스 안에서
물품의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빈 외부 상자의여섯 면에
완충제를 넣어 빈공간을 채워줍니다.

간단한 포장
외부 포장:서류 봉투, 비닐팩
4. 소량의 서류 또는
의류입니까?

① 서류일 경우, 접히지 않도록 서류 봉투에 넣어 주세요.
② 의류 혹은 물티슈의 경우, 비닐 팩에 넣어 주세요.

일반 상품의 포장
5. 기타

외부 포장:박스(이중골판지) 혹은 이와 유사하게 튼튼한 박스
내부 포장: EPE sheet, 골판지

완충제:에어캡(뽁뽁이), 소형완충제 (EPE, EPS)
① EPE sheet 또는 에어캡을 이용하여 물품을 하나씩 나누어
포장합니다. 그리고나서, 골판지 또는 EPE sheet(두께 1cm
이상) 을박스 안에 넣어 각 물품을 나눠줍니다.
② 물품을 상자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고, 박스 안에서
물품의움직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빈외부 상자 의여 섯면에
완충제를 넣어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핫라인 080 393 1111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