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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뛰어난 솔루션

ssi-schaef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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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äfer Lift & Run 
(SLR)

(Navette)

Schäfer Tray System 
(STS)

현대적인 물류센터를 위한 필수 파트너

팔레트, 트레이, 상자나 박스를  활용하는 하나 이상의 층에 셔틀시
스템 이 필요하다면, 쉐퍼시스템즈의 셔틀 포트폴리오는 귀하의 혁
신적인 물류센터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산업 지식을 보유하고 글로벌 회사인 쉐퍼시
스템즈는 여러분의 물류센터 파트너입니다.

나베트

쉐퍼시스템즈의 셔틀시스템은 비용 최적화된 물류 체인의 

필수 요소 입니다. 쉐퍼시스템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보

관 솔루션을 위하여, 보다 빠른 화물 운송과 보다 빠른 접근

시간으로 귀하의 물류센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주문형 셔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쉐퍼시스템즈의 셔틀 포트폴리오는 사용자의 용량과 성

능 요건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자체 제조는 최고의 품질

과 신뢰도를 갖춘 쉐퍼시스템즈의 자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보장합니다.

(Cuby)

(Flexi)플렉시

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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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퍼시스템즈 셔틀 패밀리의 개요

팔레트 보관을 위한 
다층 셔틀시스템

 팔레트 층을 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레벨별 보관)

다층 셔틀시스템
상자나 박스 보관을 위한

 다층 셔틀시스템

나베트

5

CUBY

FLEXI

유동적인 크기의
상자나 박스 보관을 위한

 단층 셔틀시스템

상자나 박스 보관을 위한 
표준화 된 단층 셔틀스템플렉시

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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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퍼 플렉시 셔틀 (FLEXI)
최대 50kg까지 다양한 적재 단위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 단위의 크기를 조절하여 운반.
동적이며 확장 가능한 단일 레벨 셔틀

쉐퍼시스템즈의 플렉시 셔틀은 상자, 트레이, 큐빅 및 원뿔형의 저장 단

위를 공간 최적 저장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셔틀·리프트·랙킹 

시스템을 조합한 모듈식 컨셉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기술 성능이 높

은 맞춤형·유연성 시스템 컨셉을 실현합니다. 

플렉시 셔틀은  폭 조절이 가능하며 범용 하중 처리 기능과 냉동의 조건

에서도 광범위한 범위의 적재 장치와 단일, 이중 및 다중 깊이 스토리지

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버퍼링 및 통합 시퀀싱과 고도로 동적

인 솔루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독특함: 역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저장 위치의 크기를 가진 랙 . 영

구적으로 할당된 x-저장 위치를 생략하면 랙 최대 저장 밀도로 공간 

최적화하여  상품을 저장합니다. 이는 심지어 적재 단위의 높은 다양

성과 넓은 범위의 운송 크기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3D-MATRIX Solution®과 함께 높은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통로 끝에 고성능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전체에 어떤 위치에든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단일 시스템에서 자동  저장, 버퍼링 및 통합 시퀀싱과 고도로 동

적인 솔루션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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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쉐퍼 플렉시 셔틀

속도 최대 4 m / s

최대 50 kg

860 x 680 mm (공차 포함)

카톤, 토트, 트레이, 육면체/원뿔모양

최대 150 m

최대 30 m

싱글/더블/멀티 딮

적재무게

적재크기

적재

길이

높이

저장

  공간과 성능의 활용도가 뛰어난 맞춤 확장형 시스템 개념

  각각 최대 50kg의 적재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적재 장치의 안전한 운영

  동적 조절이 가능한 저장 위치와 사이즈로 시스템의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유연성 및 스토리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음

  냉동의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

  3D-MATRIX Solution®과의 통합을 위한 기술 성능 및 옵션 최대화

  셔틀의 혁신적 에너지 공급은 슈퍼-충전기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Siemens Industrial Wireless LAN (IWLAN) 을 이용한 안전하고 고성능 통신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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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 (CUBY)

큐비는 쉐퍼시스템즈 셔틀 패밀리의 단층 셔틀시스템입

니다. 큐비는 선반, 리프트, 보관층당 하나의 큐비 셔틀, 

후방에 셔틀 크레인, 유지보수 플랫폼과 물류센터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큐비는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요소들로 인

해 높은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셔틀의 하물취급장치

(LHD)를 위한 가이드로, 서포트 빔을 사용하는 독창적

인 방식의 특허는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층 구조의 가진 확장 가능한 리프팅 시스템은 높은 

성능과 컴팩트 한 시스템 레이아웃을 보장합니다.

매력적인 가격으로 높은 가용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구현하는 단층 셔틀시스템

요 약

  빠르고 확장가능한 상자, 박스 보관시스템

  높은 가용성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성능,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효과

  다양한 분야 (패션, 제약, 전자상거래 등)에서 폭넓은 응용 옵션

  단일 깊이 셔틀 통로에서 이중 깊이 보관으로 탁월한 공간 활용을 구현

  모듈식 키트로 매우 견고한 건축

  리프트 위의 하역처리장치로 프리존(pre-zone)에 최적화된 연결

  확장가능한 리프트 성능

  셔틀의 쉽고 인체공학적인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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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셔틀

속도 2.5 m / s 가속 1 m / s²

하중 35 kg

큐비-리프트

성능

리프트 시스템 성능당 
대략 400회 이중사이클/h
(기술성능 ≥ 450회 이중사
이클/h)

통로당 리프트 1 또는 2

속도 5 m / s

가속 7 m / s²

Loads max. 2 x 35 kg

랙

길이 최대 100m 높이 최대 15m

너비 통로당 3.680-3.950m 통로 거리 0.190 m

보관 이중 깊이 온도 범위 4oC부터 40oC까지

기술 자료



나베트는 완전 자동화된 물류센터에서 트레이, 상자나 박스의 분류와 

피킹에 효율성을 높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확장될 수 있는 

각각의 나베트 셔틀과 전체 시스템은 디자인과 기술에 있어 혁신적인 

도약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물류 매트릭스 컨셉트가 개별 

패키지를 처리하는 데 적용됩니다. 

3D-매트릭스 솔루션®의 일부로, 예전

에는 불가능했던 성능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에서, 나베트 리프트는 반송시스템과 개별 나베트 

층들을 연결합니다. 보관 통로에서의 리프트 위치와 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베트는 미니 적재선반 통로의 강철 프레임워

크로 통합될 수 있으며, (둘씩 균등하게 병렬로) 8층까지 개별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건축 특징은 두 개의 하역처리장치를 카톤 그리퍼(carton 

grippers)처럼 위아래에 나란히 설치하는 것입니다. 

1회 적재 사이클에서, 나베트는 총 네 개의 이동단위를 동시에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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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트 (NAVETTE)

높은 성능과 정밀한 확장성을 위한 
유동적인 다층 셔틀시스템

나베트-셔틀

속도 최대 2.5m/s 가속 1.8 m / s²

하중 최대 4x35kg 통로 높이 2 – 3 m

나베트-리프트

속도 2.5 m / s 통로당 리프트 사용자가 결정

하중 최대 2x35kg 가속 2.5 m / s²

랙

길이 최대 150m 높이 최대 24m

보관 단일/이중 깊이 온도 범위 4oC부터 40oC까지

기술 자료

요 약

  트레이, 상자, 박스를 위한 다층 기술

  통로당 유동적인 보관층 수

  통로에서 다양한 제품 범위에 접근

  두 개의 하역처리장치로 이동시간을 최소화

  차량과 리프트 간에 분리된 이동

  리프트는 언제라도 추가될 수 있음

  24m의 높이까지 적층 가능 : 유동적인 배치

  이동위치의 통합으로 인한 높은 성능

이며, 단일 작동 시퀀스에서 두 개 층의 보관위치를 

처리합니다.

단층 셔틀과는 달리, 나베트는 이중 사이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처리 효율성을 두 배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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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는 팔레트 각각의 층(Layer) 단위로 트레이에 보관하고 단일 

포장 단위를 피킹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STS 셔틀들의 그룹화를 통해, 물류센터는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높은 물동량 처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견인 장치가 있는 두 개의 하물취급장치(LHD)가 각 셔틀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짧은 적재 사이클을 구현하며 랙에 

최소의 자유 공간이 필요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들은 랙에서 STS 리프트를 통해 이동 위치에 

할당됩니다. 높은 성능이 반영되어 있는 개별 구성요소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물류센터 관리시스템은 역동적이고 쉽게 이용 가능

하며 효율적입니다.

팔레트 각각의 층 단위 보관이라는 효과적인 컨셉트는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SCHÄFER TRAY SYSTEM (STS)

최소의 자유 공간으로 선반에 팔레트 층을 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다층 셔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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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äfer Tray System (STS)

속도 최대 4.5m/s

가속 최대 4.5m/s2

호이스팅 속도 최대 1.25m/s

하중 최대 200kg/트레이

통로 높이 4 m

통로 길이 최대 150m

시스템 높이 최대 24m

온도 범위 -28oC부터 35oC까지

기술 자료

요 약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움직임을 배제해서 최대의 역학이 달성됨

  모듈식 확장가능 시스템, 최적의 공간 활용

  용적의 최대 사용

  고성능 견인 장치가 있는 두 개의 하물취급장치(LHD)

  이동위치와 분리된 교환작업

  6층까지 유연한 적용

  이동위치는 높은 성능을 용이하게 함

  리프트를 통해 추가적인 분류 (시퀀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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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퍼시스템즈의 리프트 앤 런 셔틀시스템 (SLR)은 경로 보관시스템

에서 역동적인 팔레트 처리를 위해 특히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시스템 특성: 극도로 유동적인 화물취급장치(LHD)인 쉐퍼 오비터를 

위한 운송 캐리지와 리프팅 장치로 구성된 SLR 보관장치. 

SLR은 두 개의 레일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상부 가이드 레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특정 요구에 맞도록 SLR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레일 위에 많은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재된 상태에서, 팔레트의 입고와 회수는 버티컬 리프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SLR과 리프트는 함께, 보관 용량이 효과적으로 상승 

되고 물류 솔루션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쉐퍼 리프트 앤 런 시스템은 팔레트 처리에 물류 매트릭스 원리를 

적용합니다. 높은 역학, 작은 공간 요건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으로 인해, 쉐퍼 리프트 앤 런 시스템은 다양한 응용처에서 보통의 

팔레트 SRM을 대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대안책입니다.

SCHÄFER LIFT & RUN (SLR)

동적이고 효율적인 팔레트 보관을 위한 
다층 셔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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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량

  에너지 효율적 드라이브

  다층 구조 리프트 드라이브의 경제적 디자인

  유동적인 오비터 경로차량이 달린 리프팅 캐리지

  특히 음료 부문에 적합

  리프팅 움직임에 유압식 완충장치를 통합하여 높은 기계안전성을 구현

  이동을 위한 유압식 완충장치

  보관과 회수를 위한 별개의 팔레트 반송시스템이 가능함

  모듈식 원리, 컴팩트하고 확장가능

  중간 정도의 드라이브 성능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인 버티컬 역학

Schäfer Lift & Run (SLR)

속도 최대 240m/min

레벨 0에서의 가속 최대 0.8m/s²

상위 레벨에서의 가속 최대 0.5m/s²

호이스팅 속도 최대 0.6m/s

통로 높이 최대 8m

SLR당 가동 레벨 플랫폼당 2-4 레벨

최대 높이 45m까지

온도 범위 -28oC부터 35oC까지

기술 자료



  안정성 : 
  재정적으로 독립된 가족기업인 당사는 장기적인 솔루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전문가들은 현재,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분이 필요한 곳에 있을 것 임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효율성 : 
	 	당사의 솔루션들은 확장 가능하며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합니다. 

언제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품질 : 
	 	시스템 전문가로서 그리고 원래 제품생산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특별히 설계된 맞춤식 고품질 솔루션을 단일공급원으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 
	  당사의 글로벌 고객서비스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당사는 여러

분의 시스템이 설치동안이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결함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하우 : 
	 	당사의 솔루션은 최신기술표준으로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

하고 있으며 기존 (IT) 환경에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국제성 : 
	 	글로벌조직으로서 당사는 전 세계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자회사에 전문가 팀들이 현지 언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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