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LOGISTICS SOLUTION

레이딕스는 ISO Tank 전문 물류회사입니다.




레이딕스는 케미칼 용기, 내륙운송, 해상운송 및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현지 물류에 있어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압 액화가스 및 초저온 액화가스 물류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용 고순도 케미칼, 과산화수소수,

초저온 액화가스용 특수 ISO Tank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ISO tank 전문 기업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전문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476

연간 물동량 (TEU)

1,400

보유 탱크 수 (TANK)

182
60

서비스 항구 수

해외 파트너 수

MAIN BUSINESS
글로벌 물류 기업 레이딕스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세계를 연결합니다.

해상 수출입

국제 물류 컨설팅

스톡 세일

창고 보관

삼국 간 물류

적하 보험

국내에서의 육상, 철도 운송에서부터

다년간의 물류 경험을 통해 고객의

고객사의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국내 주요 항구 및 산업 단지와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전문 보험사와의 오랜 거래

도착지까지의 삼국간 물류 서비스도

조건에 꼭 맞는 수출입 적하 보험

해상 및 해외에서의 현지 운송까지

필요에 맞는 물류 모델을 제시하고,

높이기 위해 레이딕스가 현지파트너와

DOOR-TO-DOOR 원스톱 서비스를

차별화된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보관하면서, 고객이 현지 바이어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도록 토탈 물류 서비스를

복합 운송을 통해 전세계 어디든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 물류 분야 전문 인력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가까운 물류 창고들과 협업하여

경유하지 않는 해외 생산 거점에서 해외

지원하고, 화물의 보관 및 재포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협업하여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인도 조건을

통관 및 배송 요청에 빠르게

서비스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립니다.

다양한 니즈(Needs)에 따라 최적의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거래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LIQUID
펜탄

화장품 원료

글리콜

(Pentane)

(Cosmetic)

(Glycols)

레진

루브리컨츠 오일

액체 화물을 보내시겠습니까?
액상 화학제품은 레이딕스가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글로벌 DOOR-TO-DOOR 액체 운송 서비스를 지금부터 경험 해보세요.

이소시아네이트
(Isocyanate)

(Inks)

(Hydrogen Peroxide)

(Phenol)

(Latex)

솔벤트

(Solvent)

(Food)

잉크

과산화수소

페놀

라텍스

식품 원료

(Resin)

(Lubricants Oil)

페인트
(Paint)

ISO 탱크 (ISO Tank)

펌프 & 호스 장착 탱크 (Tank with Pump & Hose)

STANDARDS ORGANIZATION) 등의 국제 규격에 맞춰서 제작 된 액상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입니다.

화물을 하역할 때, 수입자가 하역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탱크로리 처럼 탱크에

국제 해사 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과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20FT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규격의 프레임 내부에 원통형 용기를 설치하여 액체상태의 화물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송(상차, 하차, 차량 적재 및 선박 적재)이 가능합니다.

일반 ISO TANK에 펌프와 호스를 제작하여 장착한 탱크 입니다. 탱크에 적재되어 있는
장착된 펌프와 호스를 사용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탱크입니다.

저희 레이딕스는 화물의 특성에 맞게 T11, T14, T20, T22 등의 탱크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SBC (Small Bulk Container)

배플 탱크 (Baﬄe Tank)

적은 양의 액상 혹은 액화 가스 형태의 제품을 운송할 때 적합한 탱크입니다.

탱크 내부에 방파판이 설치된 탱크입니다. 운송 중 액체의 출렁임에 의한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국제 해사 기구에서 규정한 최소적재 수량 보다 적은 양의 액체화물도 운송 가능 합니다.

20FT 탱크 컨테이너보다 작은 크기의 운송 용기로 축소된 ISO 탱크 컨테이너입니다.
다양한 용량 및 사양의 SBC를 통해 소량의 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히팅 / 쿨링 탱크 (Electric Heating / Cooling Tank)

플렉시백 (Flexibag)

가용 설정 온도는 히팅 탱크가 0℃~55℃ 이며, 쿨링 탱크는 -29℃~29℃ 입니다. 특정 온도를 벗어나면

플렉시백을 20’GP 컨테이너에 설치하여 비위험물 액상 화물에 한하여 적재 가능하며,

전기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송 중에도 설정된 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설계된 탱크입니다.

결정(結晶)이 생기거나, 품질이 저하 되는 등 온도 변화에 민감한 케미칼 제품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탱크입니다.

DRUM, IBC를 대체하여 화학제품, 오일, 연료, 식료품 등을 운송하는 일회용 운송 용기 입니다.
화물의 특성 및 적재 수량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플렉시백을 제공 및 설치해드립니다.

라이닝 탱크 (Lining Tank)

임대 및 제작 (Lease & Purchase)

적합하도록 제작된 탱크입니다. 반도체용 고순도 케미칼 등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제작 및 임대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탱크 내부를 별도의 소재로 특수 코팅한 탱크입니다. 강산성 및 강알칼리성 등의 제품을 수송하기에
맞춤형 ISO tank를 제공해드립니다.

탱크를 장기간 이용하시거나 제품 전용 탱크가 필요하신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GAS

가스 화물을 보내시겠습니까?
레이딕스는 다양한 가스 탱크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체계적인 글로벌 DOOR-TO-DOOR 가스 운송 서비스를 지금부터 경험해보세요.

액화질소
(LIN)

액화산소
(LOX)

(Industrial Gas)

냉매 가스

LPG

DMA

무수암모니아

(Ammonia Anhydrous)

고압으로 압축하여 액체상태로 운송가능한 탱크입니다.
DEM

염화메틸

액화
이산화탄소

T50 탱크는 고압가스 운반용 탱크로서 기체인 가스를

산업용 가스

(Refrigerant Gas)

(Liquid Carbon Dioxide)

T50 가스 탱크 (Gas Tank)

탱크 내에 방파판이 설치되어 있어 최소 적재수량보다
적은 양의 화물도 운송 가능합니다.

고압을 견디면서 기화점 이하의 압력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액화아르곤
(LAR)

액화
이산화탄소
(LCO2)

T75 가스 탱크 (Cryogenic Tank)
T75 탱크는 초저온 액화가스 탱크로서 가스를 초저온의 상태로

액화
아산화질소

LNG

(LN20)

에틸렌

에탄

(Ethylene)

(Ethane)

응축시켜 액체상태로 운송가능한 탱크입니다.

기체를 액화할 경우 기체 대비 약 600~800배 많은 용량을 운송할 수 있어
운송효율이 뛰어납니다.

또한 진공 인슐레이션으로 탱크 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탱크내부 압력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있습니다.

(Methyl Chloride)

액화압축가스
(Liquiﬁed

compressed Gas)

이소부탄
(Isobutane)

PROJECT

프로젝트 화물이 있으십니까?

레이딕스는 플랜트 사업에 투입되는 다양한 화물의 크기,
형태, 중량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비

오픈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일반 컨테이너 규격보다 높이가 높은 사이즈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GP 컨테이너
(General Purpose Container)

일반적인 화물을 수송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입니다.

공장
건설 설비

플랫랙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기계류, 목재 등 중량 화물과 높이와 폭이 일반 컨테이너보다 큰 화물 적재 시
대형 기계 설비 또는 중장비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로,
대형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비 운송에 적합합니다.

대형
기계 설비

비규격 화물

GLOBAL LOCATION

서울 본사

서울 본사

미국 법인
부산 지사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406호 (당주동, 로얄빌딩)
Tel. 02-720-9922

Fax. 02-720-9119/9110

부산 지사
48941 부산시 중구 대청로 155번길 6 (중앙동4가, 유성빌딩 3층)
Tel. 051-441-0897

Fax. 051-466-7599

미국 법인
401 HACKENSACK AVE. STE # 702, HACKENSACK, NJ 07601
Tel. +1-201-731-3071

MAIN CLIENT

주요 거래처

Fax. +1-201-608-7151

www.radix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