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보 R&F(주)는 스마트 물류 사업을 지향합니다.

혁신적인 물류 TAG기술과 패키징 렌탈 사업.

그리고 박스사업을 연계합니다.

현재 글로벌 주요 유통상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친환경 강화 박스 

Combo Sure Pak을 한국 기업들에게 렌탈박스 형태로 제공 합니다.

콤보 R&F(주)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스마트한 물류 서비스 지원으로

보다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패키징 시스템과 자동화 플랫폼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혁신가들이 자신의 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 입니다.

SMART PACKING
& BOX

콤보 R&F의 Mission



C.S.P SYSTEM

콤보 R&F(주)의 C.S.P 삼중골판지 박스는 박스별 TAG가 부착되어 제품의 위치추적을 통해 
배송정보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외부충격 센서로 제품의 손상을 관리 합니다. 
이제 체계적인 스마트 패키징 서비스를 간편히 경험해 보세요! 

TAG를 활용한 물류 관리 서비스

YOU CAN 
RECEIVE TAG SOLUTION

· 서비스별 상이할 수 있음

COMBO R&F
물류센터

클라이언트
기업

TAG 정보

COMBO R&F



10%

물류는 그 어떤 항목보다도 고정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품당 단가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패키징 서비스로 

장기적손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사의 C.S.P는 중량이 큰 제품, 대량신선 제품, 고급 의류, 자동차 부품 등 보다 

튼튼한 안전성 뿐 아니라 일회용 상자에 비하여 최소 10%까지 원가가 절감됩니다

10% 절감된 박스 서비스01

보다 간편하게 패키징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당사 C.S.P는 ONE TOUCH LOCK 장치를 통하여 1인 작업이 가능하며, 

랩핑 및 밴딩 공정이 필요없으므로 포장시간 단축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박스 보관시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므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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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C.S.P는 보통 골판지와 똑같아 보이지만 안과 겉의 라이너는 펄프강국인 

스웨덴, 핀란드에서 생산되는 특수펄프로 만든 장섬유질로서, 강도가 뛰어나며 

구조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상자와 똑같은 강도가 유지됩니다.

향상된 상자의 뛰어난 압축강도03

당사 C.S.P는 특수제작을 거쳐 만들어진 펄프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특수3중 구조로 되어있어 단열, 방열, 방한, 방수 효과가 탁월합니다.

방습, 방청효과04



We Have
HIGH QUALITY FACTORY

우수한 품질의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신 설비와 숙련된 작업자, 온도와 습도에 

최적화된 물류창고 환경,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콤보 R&F(주)는 우수한 장비와 업계 2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해 경영합니다.

최신화 시설에서 가능한 완성도와 속도



"일반 박스뿐 아니라 제품별 특징에 맞는 특수박스, 
그리고 업계 그 어떤 박스보다도 견고한 삼중골판지 박스를 

통해 당신의 브랜드가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COMBO R&F 아산물류창고(동광그룹 아산공장)'

당신이 보다 제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패키징 서비스를

찾는다면 COMBO R&F가 정답입니다.



콤보알앤에프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효성해링턴 A동 2307호

Tel: 031-214-2738        Fax: 031-211-2738

Asia 총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