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엔드 패키징 

품격을 
높이는 포장

Korrvu®

Korrvu® Lok™ Packaging 
WHEN PRODUCT PRESENTATION MATTERS

코르뷰 락은 특허받은 솔루션으로 고객 경험과 배송이 매우 중요할 때
추천드리는 포장입니다. 특별한 디자인으로 내용물이 잘 보이게끔 
설계되었으며, 귀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줄 것입니다.  

Bring the Retail Experience 
to E-Commerce Fulfillment

Korrvu의 사용자 지정 기능

코르뷰는 귀사에 맞게끔 디자인되어 귀사의 고객에게 끊김없는 구매경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 그래픽이 담긴 포장재로 온라인 고객, 매장 방문 고객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회사 이미지를 
전달하세요.

코르뷰를 활용하면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별도의 마케팅 매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asy Start-Up
초기 비용과 적은 물량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코르뷰 셀렉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르뷰의 장점을 누리면서 쉽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asy Disposal
 

제품을 받아보는 고객들은 흔히 포장재를 버리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호소합니다. 
32%의 소비자는 포장재 쓰레기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분해해 버리기가 
힘들다고 답한바 있으며, 27%는 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코르뷰는 바로 이런 불만을 없애드립니다. 종이 소재로 
재활용가능하며 독일에서는 RESY인증을 받았습니다. 
접기 전 납작한 형태로 보관과 폐기가 쉬우며 
공간차지가 적습니다. 반송/반품 절차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버려질 때도 
폐기량이 적습니다.

 

 

 

 

 

*Source: 2014 Harris Pol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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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vu® Packaging
공간 절약, 우수한 보호력

포장은 소비자 경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고객 만족
코르뷰에 사용된 투명 필름은 보호력도 뛰어나지만 디스플레이용으로 쓰일만큼 광택과 

외관이 뛰어납니다. 또 상자를 쉽게 뜯고 재활용 가능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파손 방지
코르뷰는 고탄력 필름이 제품을 단단하게 감싸 진동과 충격에서 보호하면서 외관까지

깔끔한 포장입니다. 여러 범위의 제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피 최적화
코르뷰로 포장하게 되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아 무게와 부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코르뷰 포장재는 납작한 상태로 공급돼 적재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없어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효율적인 포장 프로세스
포장이 간소화되며 작업자 교육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합 솔루션으로 자동화 

패키징 라인과도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코르뷰 서스펜션 & 리텐션은 고객 맞춤 포장으로 맵시있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포장은 차이가 난다.  

향상되는 브랜드 이미지
요즘 소비자는 포장 역시 제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66%
59%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고객과 제품에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포장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18-34세 인구는 포장은 제품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은 좋게 포장되기 마련입니다.

 

81%

30%

18-34
Age Range

35-44 45-54 55-64 65+

63%

50%

43%
41%51%

18%

45%

18%

36%

15%

28%

15%

26%

파손이 판매자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

해당 판매자에게서 구매하지 않는다

다른 판매자를 찾아본다

*Source: 2014 Harris Poll survey

Reduce  
Transportation 
Downtime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한 부품이 제때 도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르뷰를 활용해 차량 
제품을 쉽고 빠르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모양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포장이 요구될 때, 주어진 공간이 적을 때 또한 코르뷰를 
추천드립니다. 코르뷰는 납작한 골판지 형태로 공급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최소 
부피로 포장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코르뷰에 내장된 필름이 매우 질기고 튼튼해 기어, 밸브, 피팅 등 무거운 제품도 포장 가능합니다.

 

 

 

코르뷰는 포장 프로세스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헤드램프, 내비게이션, 음향기기 같은 고가의 부품을 
포장하는데 특화되어있습니다.

Heavy-Duty Packaging that 
Frees Up Floor Space

Power Up Your Electronics 
Packaging Line

전자제품은 배송하기 참 어렵습니다. 조금의 파손도 있으면 안되죠. 
새 제품이 파손없이 배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고 제품의 수리나 
반품에 따른 파손도 없어야합니다. 

코르뷰는 초보자가 포장해도 일관적인 보호력을 자랑합니다. 
코르뷰는 노트북, 태블릿, 디스플레이, 진단기기, 스마트폰 포장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