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THER OF ALL BOXES



The mother of all boxes
PACKLINE launched a fibreglass roof box back in 1982, reckoned to be the first in the world. 

That is why we now proudly call Packline “The Mother of All Boxes”.
The Packline Original took off just two years later with a seminal design, 

setting the standard for what a roof box should look like.
And so it has continued, with various innovations and optimisations, right up to the present day.

Packline  innovation
Packline is one of the few manufacturers to use fibreglass in its boxes, 

with it being a relatively expensive material that requires a long production time. 
Nevertheless, we remain convinced that all the positive attributes of fibreglass are worth it.

We also focus on design, the environment and sensible, practical solutions, 
and as much integration as possible between roof box and car. 
This has led to a number of Packline innovations over the years.

From Norway



EUROPEAN LIFE STYLE

북유럽 디자인에 끌리는 이유는 바로

“인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적게 소유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쫓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북유럽 디자인에 더욱 끌리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천천히 즐길 줄 아는 삶”에 팩라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PORSCHE CAYENNE
NX-PREMIUM



 VOLVO V90CC
NX-PREMIUM XLT



 TESLA MODEL S
FX-SUV



 BMW 320d touring
NX-PREMIUM



 AUDI  A4
FX-210



VOLVO V90 crosscountry
NX-PREMIUM



BMW 525d TOURING M pakage
FX-SUV



INNOVATION

FOR OUTDOOR LIFE

European Stylish Roofbox

팩라인루프박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VOLVO V90 crosscountry
NX-PREMIUM



INNOVATION

FOR OUTDOOR LIFE

European Stylish Roofbox

팩라인루프박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VOLVO V90 crosscountry
NX-PREMIUM



 BMW MINI CLUBMAN
NX-PREMIUM



MERCEDES BENZ ML
NX-PREMIUM



VOLVO V90 crosscountry
NX-PREMIUM



BMW 525d TOURING M pakage
FX-SUV



Scandinavian design and quality

for active living

 BMW X5
NX-PREMIUM

팩라인루프박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진보하는 차량의 디자인과성능에 부합하여 가장 아름답고 스타일리쉬하면서 가장 뛰어난 루프박스를 위해 지금도 팩라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력과 무수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탄생한 지금의 디자인과 스타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버전업과 신제품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통해 가히 혁신적이고 더더욱 안전성 높은 제품에의 도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팩라인의 이러한 여정에는 차량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신념과 전통이 저변에 녹아 있습니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디자인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유럽의 

문화와 감성이 밑바탕이 되어 팩라인의 모든 제품은 탄생됩니다. 

차량과 한몸처럼 본연의 스타일에 녹아드는 디자인과 스타일은 세세한 디테일과 날렵한 곡선미로 대변되는 스칸디나비안 

설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궁극의 조화로움이 강점이자 장점인 팩라인 루프박스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되는 순간, 

완벽을 위해 오랜시간을 매진해 온 팩라인의 진가를 실감하시게 됩니다. 팩라인 루프박스의 진정한 가치는 제작 과정에 

투입되는 가장 앞선 기술과 전문 기술력, 장인 스페셜리스트의 열정과 자부심, 확신과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로열티를 만날때 더욱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INNOVATION

FOR OUTDOOR LIFE

European Stylish Roofbox

팩라인루프박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BMW X5
NX-PREMIUM



Only one

In the world

Unique Design Roofbox

팩라인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Volvo XC90 
NX PREMIum



Enjoying more

Go outdoors

Exerience with us

팩라인루프박스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Volvo XC70
FX-S CHROME KIT



Proud partner

FOR OUTDOOR LIFE

Anytime, Everywhere with you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런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audi a4
FX-offroad



Premium Brand

Royalty

Be proud of your outdoor life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udi a4
FX-210 CHROME KIT



Experience a new

way to travel

Go on an adventure

팩라인과 함께 어디든 떠나십시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kiA aLL NEW CARNIVAL
f-orIGINAL90

L U X R I O U S   S T O R E G E
F O R   Y O U R   H I G H E N D   G E A R

기본기에 충실한 팩라인 루프박스

35년이상 루프박제작만을 고집해온 팩라인은 루프박스 본연의 기능인 

안전하고 튼튼한 기본기에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의 소중한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BMW 320d touring
fx-suv

B R I L L I A N T    T E C H N O L O G Y
M A D E   A   A E R O D I N A M I C   D E S I G N

오랜 기술력이 주는 신뢰성

팩라인루프박스는 차량의 스피드함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저항을 고려하여

미려하고 세련된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바탕에는 오랜 기술력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landrover discovery4
fx-suv

A B O V E    A N D    B Y O N D

그 이상의 가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통하여

팩라인 루프박스와 함께하는 아웃도어라이프는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에 충분하실 것입니다.



Audi A4
NX195

A N Y W H E R E   &   E V E R Y W H E R E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

무엇보다 디자인과 안전을 우선시한 북유럽 문화의 

감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팩라인루프박스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Audi A4 allroad
fx-offroad

개성있고 독특한 나만의 디자인

팩라인 X 시리즈

기능과 용량을 겸비한 실용적인 루프박스

팩라인 F 시리즈

슬림하고 낮은 포지션의 스타일리쉬 디자인 

팩라인 FX 시리즈F   X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신개념 루프박스

팩라인 NX 시리즈NX

X
F

FIBERGLASS - OUTSTANDING
고퀄리티 마감, 견고한 내구성, 완벽한 맞춤, 가벼운 무게 그리고 공기역학에 가치를 둔다면 어떠한 소재도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소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982년부터 팩라인이 계속 독점적으로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 

루프박스 연구개발에 매진해 온 당연한 이유입니다.

고퀄리티 마감 (WORLD CLASS FINISH) 

팩라인만의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 광택기술은

탁월한 광택과 광채를 만들어냅니다.

가벼운 무게 (LOW WEIGHT)

수년의 제품들을 거쳐 기존의 ABS박스에 뒤지지 

않는 가벼운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루프박스가 

탄생했습니다.

우수한 안정성 (VERY SAFE)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 루프박스의 내구성은 

영구적으로 모양이 변하지 않으며  돌발정지시에도 

물건이 밖으로 튀어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견고한 내구성 (OPTIMAL STRENGTH)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는 ABS플라스틱에 비하여

내구성이 강하며, 후가공을 강화할 필요가 없이  매우 

견실하고 단단합니다.

완벽한 무소음 (COMPLETELY SILENCE)

완벽한 공기역학과 단단한 재료의 결합이 바람에 

의한 소음과 진동을 없앱니다.

10년 품질 보증 (10 YEAR WARRANTY)

팩라인의 파이버글래스(유리섬유) 루프박스는 

10년동안 품질보증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맞춤 (PERFECT FIT)

소재의 외부 트위스트 저항력은 마치 고급 승용차의 문을 

여닫는 것처럼 완벽한 탑재 및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A PACKLINE AND

ANY OTHER BOX



HAND MADE BY
SPECIALIST CRAFTSMEN

H A N D   M A D E   R O O F B O X
F R O M   S C A N D I N A V I A

프리미엄 수제작 루프박스

팩라인의 파이버글래스 루프박스는 오랜 세월의 노하우를 지닌 

장인들에 의하여 북유럽 현지에서 수제작으로 제작되어집니다.

35여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하여 제작된 팩라인 루프박스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T H E   N E W   N X   S E R I E S  o f  F I B E R G L A S S 
S P E C I F I C A T I O N S

EXTREMELY STABLE AND SECURE
REINFORCED FRONT SECTION

TWIN SHEET TECHNOLOGY

N e w   T e c h n o l o g y

P R E M I U M   O P T I O N

NX

소  재

제  원

용  량

무  게

워런티

색  상

테스트

크롬킷패키지 크롬리스트

NX Premium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13cm / 넓이 87cm / 높이 33cm

430리터

27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NX Premium XLT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20cm / 넓이 92cm / 높이 31cm

440리터

29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NXseries
Fiber-glass

NX Premium XL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20cm / 넓이 92cm / 높이 31cm

440리터

29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디자인 혁신을 통해 더 낮고 더 강력하게”

The highest stability
and strength with Fiberglass

NX Premium XLT

NXNX Premium XLTPremium XLT

팩라인의 NX 프리미엄 XLT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가로바가 하판을 통과하는 터널형방식의 XLT

모델은 차량에 보다 밀착되어 일체형루프박스 

로서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XLT모델은 대용량이 필요한 차량 또는 대형 

SUV 차량에 우아하면서도 퍼펙트하고 조화롭게 

매칭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기초로 제작 되었습니다.쉽게 구현해 낼 

수 없는 2중구조(Twin sheet)의 내부벽은 매우 

높은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안정성과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프리미엄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으며,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미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세이프노즈(Safe-nose)시스템과 뉴 

푸쉬 락킹버튼(Push-Locking button)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짐을 보관 및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NX 프리미엄 XLT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하이그로시

  - 크기 : W. 220cm / D. 92cm / H. 31cm

  - 용량 : 440리터

  - 무게 : 29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팩라인의 NX 프리미엄 XLT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프리미엄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NX 프리미엄 XLT 제원



“파이버글래스 소재로 제작된 궁극의 안정성과 견고성으로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의 진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he highest stability
and strength with Fiberglass

NX Premium

NXNX PremiumPremium

팩라인의 NX 프리미엄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기존 FX시리즈의 모델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모델로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외관의 

라인과 보다 우아하면서도 조화롭게 매칭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기초로 제작 되었습니다. 

쉽게 구현해 낼 수 없는 2중구조(Twin sheet)의 

내부벽은 매우 높은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안정성과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프리미엄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으며,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미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세이프노즈(Safe-nose)시스템과 뉴 

푸쉬 락킹버튼(Push-Locking button)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짐을 보관 및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NX 프리미엄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하이그로시

  - 크기 : W. 213cm / D. 87cm / H. 33cm

  - 용량 : 430리터

  - 무게 : 23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프리미엄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다.”

The highest stability
and strength with Fiberglass

NX Premium XL

NXNX Premium XLPremium XL

팩라인의 NX 프리미엄 XL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기존 NX프리미엄 모델보다 좀더 길고 넓게 

제작된 NX프리미엄 XL모델은  대용량이 필요한 

차량 또는 대형 SUV 차량에 보다 우아하면서도 

퍼펙트하고 조화롭게 매칭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기초로 제작 

되었습니다. 

쉽게 구현해 낼 수 없는 2중구조(Twin sheet)의 

내부벽은 매우 높은 안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안정성과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프리미엄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으며,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미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세이프노즈(Safe-nose)시스템과 뉴 

푸쉬 락킹버튼(Push-Locking button)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짐을 보관 및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NX 프리미엄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하이그로시

  - 크기 : W. 220cm / D. 92cm / H. 31cm

  - 용량 : 440리터

  - 무게 : 27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팩라인의 NX 프리미엄 XL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프리미엄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NX 프리미엄 제원



T H E   N E W   N X   S E R I E S  o f  A B S  a c r y l. 
S P E C I F I C A T I O N S

The PERFECT
COMBINATION

OF VOLUME AND DESIGN

N e w   T e c h n o l o g y

O P T I O N 

NX

소  재

제  원

용  량

무  게

워런티

색  상

테스트

NX 195

ABS 강화플라스틱, 유광

길이 195cm / 넓이 77cm / 높이 38cm

380리터

19kg

5 years

블랙(Piano finish)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NX 215

ABS 강화플라스틱, 유광

길이 215cm / 넓이 88cm / 높이 34cm

450리터

24kg

5 years

블랙(Piano finish)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NXNXseries
(기본포함)(기본포함)

무광 사이드 데칼 기본포함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퀄리티는 뛰어난 기능성과 아름다움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The Twin Sheet technology
Reinforced front section
Major cargo capacity

NX 215

NX
팩라인의 NX 215 모델은 ABS 친환경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최신형 루프박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트윈 시트 기술이 적용된 독특한 

방식의 신개념 루프박스인 NX215는 무엇 

보다도 안전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루프박스입니다.

트윈시트 기술이란 기존의 홑겹 루프박스들과는 

달리 두개의 플라스틱 디스크를 진공 압축성형 

기술을 통해 제작되는 진보된 기술로 기존 단순 

사출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제작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경량의 루프박스 무게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으며,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미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세이프노즈(Safe-nose)시스템과 뉴 

푸쉬 락킹버튼(Push-Locking button), 

팩라인만의 글로벌 특허인 리프트 오프 시스템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짐을 보관 및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NX 215 제원

  - 소재 : ABS친환경 강화플라스틱, 하이그로시

  - 크기 : W. 215cm / D. 88cm / H. 36cm

  - 용량 : 450리터

  - 무게 : 23kg

  - 워런티 : 5 years 

  - 색상 : 블랙 (Piano finish)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215215

팩라인의 NX 215 모델은 ABS 친환경 강화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 모델의 디자인은 NX 215 제원



“가장 진보된 루프박스 제작기술과 다이나믹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만남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Revolutionary
Technology meets

Aero dynamic Design

NX 195

NX
팩라인의 NX 195 모델은 ABS 친환경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최신형 루프박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트윈 시트 기술이 적용된 독특한 

방식의 신개념 루프박스인 NX195는 무엇 

보다도 안전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루프박스입니다.

트윈시트 기술이란 기존의 홑겹 루프박스들과는 

달리 두개의 플라스틱 디스크를 진공 압축성형 

기술을 통해 제작되는 진보된 기술로 기존 단순 

사출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제작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경량의 루프박스 무게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였으며,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미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 밖에도 세이프노즈(Safe-nose)시스템과 뉴 

푸쉬 락킹버튼(Push-Locking button), 

팩라인만의 글로벌 특허인 리프트 오프 시스템 

등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짐을 보관 및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NX 195 제원

  - 소재 : ABS친환경 강화플라스틱, 하이그로시

  - 크기 : W. 195cm / D. 77cm / H. 38cm

  - 용량 : 380리터

  - 무게 : 19kg

  - 워런티 : 5 years 

  - 색상 : 블랙 (Piano finish)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195195

팩라인의 NX 195 모델은 ABS 친환경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최신형 루프박스입니다. 

또한 상하판의 단차가 없는 NX 모델의 디자인은 

기존 루프박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NX 195 제원



F X   S E R I E S 
S P E C I F I C A T I O N S

EXTREAMLY LOW POSITION
AERODINAMIC DESIGN

SLIM AND STYLISH

H I G H   P E R F O R M A N C E

FX - 210 / 222  add option

FX

소  재

제  원

용  량

무  게

워런티

색  상

테스트

FX-222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22cm / 넓이 90cm / 높이 30cm

470리터

32kg

5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사이드 스페셜에디션 데칼 크롬 리스트

FX-210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10cm / 넓이 89cm / 높이 28cm

410리터

29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series



“도심과 어울리는 혁신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FX-220”

Extreamly Low Position!!
Tunnel box Style

FX-220

FX 220

팩라인의 FX-220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기존 FX-S 모델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터널형 

스타일의 모델로서 가로바가 하판 중앙을 통과하

여 차량과의 일체감을 완벽히 높인 제품입니다.  

FX-220은 플러쉬레일 타입과 같은 가로바가 

높은 차량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차량의 천장과 

루프박스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마치 순정루프와 

같이 일체감을 높일수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내에서는 노르웨이 및 스웨덴에서만  

판매되는 스페셜제품입니다. 

FX-220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하이그로시

  - 크기 : W. 222cm / D. 90cm / H. 30cm

  - 용량 : 470리터

  - 무게 : 29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X-220 모델은 특히 대형 차량의 지붕에 맞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대형 차량의 넓은 지붕을  

커버할 수 있는 470리터의 용량은 결코 적지 

않게 수납이 가능하며, 실제 FX-S 보다 더 낮게 

장착되어 차고 높이를 낮출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새로운 특허 장치인 이지투커넥트를 사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며, 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FX-220 모델은 총 길이가 220cm 

로 대형 SUV 및 승용자동차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도심과 어울리는 혁신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FX-210”

Extreamly Low Position!!
Tunnel box Style

FX-210

FX 210

팩라인의 FX-210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기존 FX-SUV 모델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터널형 

스타일의 모델로서 가로바가 하판 중앙을 통과하

여 차량과의 일체감을 완벽히 높인 제품입니다.  

FX-210은 플러쉬레일 타입과 같은 가로바가 

높은 차량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차량의 천장과 

루프박스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마치 순정루프와 

같이 일체감을 높일수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내에서는 노르웨이 및 스웨덴에서만  

판매되는 스페셜제품입니다. 

FX-210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하이그로시

  - 크기 : W. 210cm / D. 89cm / H. 28cm

  - 용량 : 410리터

  - 무게 : 29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X-210 모델은 특히 SUV 차량의 지붕에 맞도록 

설계제작되었습니다. SUV차량의 짧은 지붕과 

대형 테일게이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루프박스 

역시 일반 루프박스보다 짧은 테일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특허 장치인 이지투커넥트를 사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며, 10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FX-210 모델은 총 길이가 210cm 

로 중소형 SUV 및 승용자동차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F X   S E R I E S 
S P E C I F I C A T I O N S

EXTREAMLY LOW POSITION
AERODINAMIC DESIGN

SLIM AND STYLISH

H I G H   P E R F O R M A N C E

FX - S / SUV  add option

FX FX-SUV

소  재

제  원

용  량

무  게

워런티

색  상

테스트

FX-S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22cm / 넓이 90cm / 높이 29cm

460리터

29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10cm / 넓이 90cm / 높이 27cm

400리터

25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스페셜에디션 데칼 크롬킷 리스트

FX-offroad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05cm / 넓이 90cm / 높이 27cm

400리터

25kg

10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FXFX seriesseriesseries



“남성적이면서도 터프한 디자인의
크로스컨트리 스타일 FX-OFFROAD”

Outdoors!! Every Where
Cross country Style

FX-offroad

FXFX offroadoffroad

팩라인의 FX-Offroad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기존 FX-SUV 모델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모델로서 볼보사의 크로스컨트리 스타일을 

접목시켜 탄생 제작된 아웃도어 모델입니다. 

FX-Offrad는 상판 엣지 몰딩과 하판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되어 제품을 더욱 남성적이고 

터프한 모습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북유럽 지역내에서는 신차 전용 일부 딜러에게만 

판매되는 스페셜제품입니다. 

FX-Offroad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하이그로시

  - 크기 : W. 210cm / D. 90cm / H. 27cm

  - 용량 : 400리터

  - 무게 : 25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X-Offroad 모델은 특히 SUV 차량의 지붕에 

맞도록 설계제작되었습니다. SUV차량의 짧은 

지붕과 대형 테일게이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루프박스 역시 일반 루프박스보다 짧은 테일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특허 장치인 이지투커넥트를 사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며, 10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FX-offroad 모델은 총 길이가 

205cm 로  FX-SUV 모델에 비하여 5cm 가 짧아 

중소형 SUV 및 승용자동차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슬림 & 스타일리쉬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All around player!
The Perfect line

FX-SUV

FXFX suvsuv

팩라인의 FX-SUV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FX-SUV 모델은 웨건 또는 SUV 차량 등과 같이  

해치백 타입 차량의 트렁크를 오픈 하였을 때 

루프박스의 테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설계 

제작된 스타일리쉬 루프박스입니다. 자동차 

외관의 라인과 보다 우아하면서도 조화롭게 

매칭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기초로 제작 되었습니다. 27cm의 낮은 

높이와 슬림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FX-SUV 

모델은 일반 세단 차량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또한 가로바 위치에 홈이 파여져 있어 3~4cm 

가량 더 낮아 지므로 차량에 더욱 밀착감을 

형성시켜 일체감을 높혔습니다. 

FX-SUV 모델은 북유럽현지에서도 베스트셀링 

모델로 소음, 떨림, 공기저항 등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ABS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루프박스들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납니다. 올어라운드 플레이어 다운 FX-SUV 

모델은 세단, 소형, 중대형 차량 등 모든 차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천후 루프박스 입니다. 

FX-SUV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 크기 : W. 210cm / D. 90cm / H. 27cm

  - 용량 : 400리터

  - 무게 : 25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슬림 & 스타일리쉬 & 대용량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아름다움”

All around player!
The Perfect line

FX-S

FXFX ss

팩라인의 FX-S 모델은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대용량 수납능력을 지닌 FX-S 모델은 FX-SUV 

모델과 마찬가지로 슬림 & 스타일리쉬를 

기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자동차 외관의 

라인과 보다 우아하면서도 조화롭게 매칭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설계를 

기초로 제작 되었습니다. FX-S는 여러 

모터매거진의 다양한 테스트에서 최고의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10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또한 가로바 위치에 홈이 파여져 있어 3~4cm 

가량 더 낮아 지므로 차량에 더욱 밀착감을 

형성시켜 일체감을 높혔습니다. 소음, 떨림, 

공기저항 등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 또한 ABS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루프박스들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납니다. 

FX-S 모델은 특히나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포드익스플로러, 올뉴카니발, 모하비 등 대형 

SUV 차량에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FX-S 제원

  - 소재 :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 크기 : W. 222cm / D. 90cm / H. 29cm

  - 용량 : 460리터

  - 무게 : 29kg

  - 워런티 : 10 years 

  - 색상 : 블랙 / 화이트

  - 테스트 :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   S E R I E S 
S P E C I F I C A T I O N S

EXTREAMLY LOW POSITION
AERODINAMIC DESIGN

SLIM AND STYLISH

H I G H   P E R F O R M A N C E
FX F-Original

소  재

제  원

용  량

무  게

워런티

색  상

테스트

F-Elegance

ABS친환경 강화플라스틱, 유광

길이 225cm / 폭 81cm / 높이 30cm

420리터

24kg

5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25cm / 폭 90/115cm / 높이 30cm

480 / 700리터

30 / 35kg

5 years

블랙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Family

Fiberglass(유리강화섬유), 유광

길이 223cm / 폭 93cm / 높이 33cm

515리터

29kg

5 years

블랙 / 화이트

유럽기준 충돌테스트 인증  F  F seriesseriesseries
세계적 수준의 볼륨과 기능을 겸비한 팩라인 F 시리즈

ABS 강화플라스틱 루프박스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제품입니다. 팩라인에서는 여러 성능과 환경기준에 맞는 우리만의 재료를 개발하여 

최상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ABS 강화 플라스틱 루프박스를 생산해왔습니다. 파이버글래스 루프박스가 지닌 월등한 품질과 면모에 대한 

오랜 노하우는 질높은 ABS 강화 플라스틱 박스를 제작하는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팩라인의 F 시리즈에는 스페셜한 볼륨을 

지닌 파이버글래스 박스가 있으며, 슬림한 디자인을 지닌 ABS 강화 플라스틱 박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투 마운트 시스템) iZi2mount system 3007-44 BoxKit

izi2fit system

izi2Connect system(Original & Wide)

(이지투핏 시스템 _ T볼트용)

(이지투유볼트 시스템)

(이지투커넥트 시스템)

이지투커넥트 시스템은 오리지널과 와이드 두가지 

버전으로 제작되며, 타사 제품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그립력을 자랑합니다. 

- 장착요령 

완전 개방된 상태의 이지투커넥트를 가로바의 

뒤편에서 앞쪽으로 밀어 넣고 루프박스의 위치를 

전후좌우 동일하게 조정 후 조여주시면 됩니다.

차량 진동에 의해 미세한 풀림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악세사리) Accessories Packline Roof Box NX Bag 37L 

Packline Roof Box NX Bag 60L  

Packline NEW LEDLamp

(팩라인 NX가방 60L)

(팩라인 NX가방 37L)

(팩라인 뉴엘이디램프)

팩라인의 뉴엘이디 램프는 추가옵션으로 루프박스 

오픈시 자동센서를 통한 기울기에 의하여 45초 

동안 켜지는 램프입니다. 

AAA건전지 두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램프만

분리가 가능하여 휴대가 용이합니다. 

Special designed LED lamp with movement 

sensor. Turns on for 45 seconds when the 

box lid is opened. Easy to install. Fits all 

Packline roof boxes.

팩라인 가방은 팩라인 루프박스에 적재할 수 

있도록 두가지 용량 타입으로 나뉘지며, PVC

타입의 재질을 통해 기본방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100%방수지퍼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웃도어 활동 

및 여행 등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진  

프리미엄 가방입니다. 

- 100% waterproof heat welded seams

- Heavy-duty reinforced PVC fabric

- Padded adjustable shoulder strap



F series 

External(cm)
Internal(cm)
External(cm)
Internal(cm)
External(cm) Volume

(liter)
Weight

(Kg)
Weight

(Kg)
Weight Capacity

(Kg)
Capacity

(Kg)
Capacity Color Mount

System
Material Differences Add Option Warranty

195 x 77 x 38
192 x 70 x 35

NX 195
380

450

430

400

460

400

515

430

19

23

29

26

29

25

29

25

75

75

75

75

75

75

75

75

Black

Black

Black / White

Black / White

Black / White

Black / White

Black / White

Black / White / Silver

5 years

5 years

10 years

10 years

10 years

10 years

5 years

5 years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Eco-friendly, 
ABS acryl.

Eco-friendly, 
ABS acryl.

Eco-friendly, 

Eco-friendly, 
ABS acryl.

Eco-friendly, 
ABS acryl.

Eco-friendly, 

Metal-reinforced 
Fiberglass

Metal-reinforced 
Fiberglass

Metal-reinforced 
Fiberglass

Metal-reinforced 
Fiberglass

Metal-reinforced 
Fiberglass

Eco-friendly, 
ABS acryl.

Eco-friendly, 
ABS acryl.

Eco-friendly, 

Production Method

Vacuum thermoforming 
with two twin sheets

Vacuum thermoforming 
with two twin sheets

Vacuum thermoforming 

Vacuum thermoforming 
with two twin sheets

Vacuum thermoforming 
with two twin sheets

Vacuum thermoforming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Injection Moldng 
Process 

Injection Moldng 
Process 

Injection Moldng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페셜에디션 데칼, 크롬킷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페셜에디션 데칼, 크롬킷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페셜에디션 데칼, 크롬킷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세계최초 진공압축성형 듀얼시트공법 적용
강화된 전면안전장치, 리프트 오프 시스템

세계최초 진공압축성형 듀얼시트공법 적용
강화된 전면안전장치, 리프트 오프 시스템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듀얼레이어
유압식 가스댐퍼, 업그레이드된 주행안정성

스타일리쉬 몰딩 적용
유압식 가스댐퍼, 뛰어난 주행안정성

메이저급 대용량, 유압식 가스댐퍼
뛰어난 주행안정성

메이저급 용량, 유압식 가스댐퍼
뛰어난 주행안정성, 북유럽 베스트셀링

유럽 보트 디자이너 디자인
메이저급 대용량, 유압식 가스댐퍼

합리적인 가격, 메이저급 용량
리프트 오프 시스템

215 x 88 x 34
212 x 80 x 31

NX 215

215 x 87 x 31
209 x 82 x 29

NX Premium

205 x 90 x 27
201 x 84 x 23

FX-Offroad

222 x 90 x 29
218 x 85 x 26

FX-S

210 x 90 x 27
206 x 84 x 23

FX-SUV

223 x 93 x 33
219 x 87 x 30

F-Family

225 x 81 x 30
220 x 73 x 27

F-Elegance

440 31 75 Black / White 10 years

iZi2connectiZi2connectiZi2connectiZi2connect
or iZi2fitor iZi2fitor iZi2fitor iZi2fit

iZi2connect
or iZi2fit

Metal-reinforced 
Fiberglass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Special craftsman

Handmade by 스키픽스, LED라이트,
안티슬립매트, 크롬리스트

파이버글래스 소재의 듀얼레이어
유압식 가스댐퍼, 업그레이드된 주행안정성

220 x 92 x 31
214 x 87 x 29

NX Premium XL

NX series 

FX series 



OFFICE & SHOWRO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월로 70

오셔닉스
팩라인루프박스 국내 공식수입원

Tel 031 335 1331
Fax  031 335 1371
Email packline@naver.com
web www.packlinekorea.com

본 카다로그 제품의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packlin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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