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I R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www.lxpantos.com

 판토스 항공 운송
LX Pantos Links the World

GET MORE 
INFORMATION

Korea No.1 Air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A I R

40여 년의 축적된 항공 전문 노하우와 화물기 연 1,400여 대의 대물동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글로벌 항공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배치된 LX판토스의 항공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인 운임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LX판토스 

항공 서비스는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LX판토스 항공은 

시간과 공간, 

가능성과 기회를 

연결합니다

LX판토스 

항공 서비스 강점 

대물동 기반 One-Stop 항공 솔루션 

·국내 수출 물량 1위 기반 서비스 안정성 확보 
·항공 Pricing 전문 조직을 통한 운임 경쟁력 

글로벌 Operation Excellency

·전담 조직 기반 1,700여 고객사 항공 물류 운영 
·항공 BSA/전세기 전문 자회사 운영 (헬리스타)

항공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 

·글로벌 Carrier 및 항공 포워더 협업 시스템 구축
·통합 Service Contract 체결, Space 우선권 협약 등 

항공 자산 및 인증

·TAPA 인증 국내 최대 규모 인천공항물류센터 운영
·세계 최초 IATA e-Freight 우수기업 인증 등 

항공 IT System 

·Dashboard 제공 기반 실시간 End-to-End Visibility 
·항공 Space 입찰/응찰 개방형 플랫폼 (OneCube)
·포워딩 디지털 플랫폼               등

항공 운송 전문가 국내 No.1

전문 인력 500 여 명 보유

항공 물동량 국내 No.1

140,000 TON/연간

글로벌 항공 운영 역량

1,700 여 고객 항공 물류 수행 

글로벌 Network 국내 No.1

40여 개국 360 여 네트워크

LX PANTOS AIR SERVICE LX PANTOS AIR PRODUCTS LX PANTOS AIR NETWORK

LX판토스

항공 상품 구성

LX판토스는 화물의 특성, 리드타임, 물류비 등에 따라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수시 제공 가능한 표준화된 
기본형 서비스 상품

기본 서비스 대비 
차별화된 가치 및 혜택을 제공하는 
고급형 서비스 상품

Item 특성에 적합한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특화형 서비스 상품

BASIC

PREMIUM

SPECIAL

 판토스 항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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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PANTOS AIR SERVICE LX PANTOS AIR PRODUCTS LX PANTOS AIR NETWORK

 BASIC       PREMIUM       SPECIAL

상품 특징 및 장점

직항노선 활용한 
효과적 일정관리

긴급 화물의 
유연한 일정관리

사전 화물 추적 
및 모니터링 

LX Pantos AIR BUSINESS

Direct 신속 운송 (T/T 2~3 days)  
항공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Direct Route를 
주로 활용하여 Door-to-Door 기준 3일 內 도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LX판토스의 가장 대표적인 신속형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화물 Space 및 
Schedule 보장

가장 빠른 비행편 
및 Route 선별

항공사 협력 기반 
화물 밀착 관리

LX Pantos AIR PRIORITY

Space 및 Schedule 보장 운송 (T/T 1~2 days)
고객이 원하는 ‘Space 및 Schedule’을 
우선 보장을 통해, 긴급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항공 운영 Risk
대응성 우수 

 안정적인 스페이스 
및 운임 先 확보

 주요 노선 정기 
스케줄 운영 

(미주, 유럽, 중국, 일본 등)

LX Pantos AIR 
BLOCK CHARTER

항공 Space 先 확보 운송
항공기의 일부 구역 임대(BSA 및 Half Charter)를 통해 
안정적인 대물량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제약사항 극복 
위한 차별적 

신규 Route 제공

항공 전문 
운송 자회사

(헬리스타) 운영 

다양한 운송방안 
분석 기반 최적
솔루션 제안

LX Pantos AIR 
ONE-TIME FULL CHARTER
비정기 전세기 항공 운송
Spot 전세기 임대를 통해 시즌성 혹은 신상품 론칭에 앞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긴급 화물 등에 적합한 비정기 항공 운송 
서비스입니다.

LX Pantos AIR ECONOMY

T/S 및 Consolidtion 운송 (T/T 5~7 days)
납기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일반 화물을 대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항공 운송 옵션으로 고객의 운송 
비용 절감에 최적화된 경제형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경제적인 표준형 
항공 서비스

지역별 허브 기반 
대물량 화물 관리

항공 운송비용 
최적화 서비스

상품 특징 및 장점

다년간 정기 
전세기 운영 경험 

및 역량 보유

유연한 스페이스 
확보 및 시황에 
능동적 대응

피크 시즌 內 사전 
스페이스 확보 용이 

LX Pantos AIR 
REGULAR FULL CHARTER

정기 전세기 항공 운송
LX판토스의 전세기 전담 조직은 고객사의 출하 및 납기에 
따른 스케줄 맞춤형 정기 전세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PREMIUMBASIC

 판토스 항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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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PANTOS AIR SERVICE LX PANTOS AIR PRODUCTS LX PANTOS AIR NETWORK

 BASIC       PREMIUM       SPECIAL

LX Pantos AIR PROJECT

대형 화물 특화 운송 
LX판토스 ‘Dynamic Simulation’ 솔루션은 장축/장폭의 
초대형 및 고중량 화물 등을 위한 안정적인 
운송 계획을 수립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Plant/Project 유관 설비 
및 자재 운송 전문 노하우

설비 타입별 최적 운송 모드
확보로 적기/안전 운송

컨설팅 기반 효율적 
운송 방안 수립

LX Pantos AIR HIGHTECH

첨단 화물 특화 운송 
반도체, 전자 장비/설비 등 충격, 온도, 습도에 민감한 아이템 전용의
항공 특화 서비스입니다. LX판토스 Hightech 전문가들의
스페셜 케어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수 장비 및 Convoy 서비스,
  첨단 장비 맞춤형 Weighing/Wrapping

상품 특징 및 장점

Hightech 화물 핸들링 
전담 조직 보유

맞춤형 Micro 운송 관리 및 
보안 프로세스 구축*

전용 시설 및 설비
(TAPA 인증) 보유

LX Pantos AIR BATTERY

배터리 특화 운송 
리튬 이온/메탈 배터리 및 EV 배터리 팩 등 다양한 유형의 
배터리 제품을 다년간의 전문 운송 노하우로 최적화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배터리 전문 SOP 및 노하우
기반 최적 운송 서비스

다양한 배터리 운송
Reference 및 Portfolio 구축

Irregular 상황별
Solution Finding 제공

LX Pantos AIR DG

위험물 특화 운송 
휘발성 및 인화성 물질뿐만 아니라, 관리상 제약 사항이 
많은 방사능, 폭발성/부식성 물질 등 각종 위험물들을 
IATA DG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위험물 운송 노하우 기반 
항공 DG 전문 서비스

IATA DG Class별 
최적 운송 솔루션 제공

Risk 사전 분석 및 
Contingency 대응 체계

SPECIAL

 판토스 항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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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PANTOS AIR SERVICE LX PANTOS AIR PRODUCTS LX PANTOS AIR NETWORK

 BASIC       PREMIUM       SPECIAL

Passive Solution Active Solution Cryogenic Solution

LX Pantos AIR BIO

의약품 전문 콜드체인 특화 운송
원료 의약품부터 온도 변화에 민감한 백신, 임상단계의 시약 및 
혈장 등의 아이템들을 GDP 규정에 따라 최종 목적지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운송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온도별 Active/Passive 
패키징 솔루션 제공 

(-25~-15℃, 2~8℃, 15~25℃ 등)

자체 온도조절
(냉장/냉동) W/H 보유

국내 물류사 최초 
CEIV Pharma 취득

24/7 실시간 
운송 모니터링

LX Pantos AIR ALIVE

생동물/신선식품 특화 운송
가축, 생선, 시즌성 과일/야채, 화훼 등 각 화물별 특성에 따라 
전용 특수 용기를 활용하여 Risk 없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아이템 컨디션별 
전문 수송 노하우 보유

생동물 운송 전문 SOP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생동물 특성에 맞춘 
최적의 운송 Route 제공

LX Pantos AIR GLOBAL CONNECT

글로벌 중개 특화 운송
36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LX판토스 인프라 장점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해외 OEM, 해외 공급처 등 중개 무역 
비즈니스의 복잡한 물류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의 End-to-End 
운송 서비스 구축

지역 전문가 컨설팅 기반 
물류 종합 Solution 제공

Packaging Solution

SPECIAL

 판토스 항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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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 세계를 연결하는 최고의 항공 물류 파트너, LX판토스 

글로벌 항공 물동량

연간 141,833 TON

LX PANTOS AIR SERVICE LX PANTOS AIR PRODUCTS LX PANTOS AIR NETWORK

* ’21년 기준

항공 수입
항공 수출

지역 內 수출입
Volume 100 TON1

Asia  South America

Asia 
 Oceania

Oceania
 Asia

Europe  Asia

Asia  Africa

Asia  Middle East

Asia  CIS

Middle East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sia  Europe Asia  North America

Intra Europe Intra CIS

 판토스 항공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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