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C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www.lxpantos.com

 판토스 e-Commerce
LX Pantos Links the World

GET MORE 
INFORMATION

Korea No.1 e-Commerce Service Provider



E C

LX판토스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LX판토스의 전담팀 및 전문가들은 화물의 보관, 픽업, 
국내 운송, 통관, 해외 운송, 풀필먼트, 반품 등 e-Commerce와 관련된 국내외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LX판토스의 EC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 예약, 스케줄 및 화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X판토스 

EC 서비스는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LX판토스 EC, 

전자상거래 세상을 

고객과 연결합니다

LX판토스 

EC 서비스 강점

글로벌 네트워크 국내 No.1

40 여 개국 360 여 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수출 물동량 국내 No.1 

4,000,000 건/연간

글로벌 Fulfillment

해외 71 개, 국내 31 개 FC

국내외 전자상거래 고객

240 개 EC 고객 물류 수행 

글로벌 EC Operation Expertise

·글로벌 대형 쇼핑 플랫폼 물류 파트너 수행
·국내외 EC 전담 조직 및 수출입 통관 전문가 보유

e-Commerce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

·글로벌 물류 협력 체계 기반 안정적 서비스
·국가별 최적 배송사 네트워크 보유

e-Commerce 전용 IT System 

·EC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End-to-End 물류 서비스
·다채널 쇼핑몰 연동 가능한 OMS 및 특송 전문 솔루션 보유
·운송사 연동으로 실시간 Visibility 제공

국내외 EC 전용 창고 운영

·해외 71개, 국내 31개, 전 세계 102개 창고 운영
·산업 및 아이템 맞춤형 Fulfillment 운영
·시즌 및 이벤트 물량 변폭에 유연한 대응과 EC 특화 

VAS(Value Added Service) 작업

대물동 기반 합리적 운임

·전자상거래 국내 No.1 수출 물동량
·글로벌 Pricing 전문 조직 보유 

 고객과 세계를 연결하는 최고의 e-Commerce 물류 파트너, LX판토스 

LX PANTOS EC PRODUCTS

LX판토스 

EC 네트워크

LX PANTOS EC SERVICE

 판토스 EC 서비스

대한민국(HQ)

70개 네트워크
73개 창고

중국

99개 네트워크
43개 창고

유럽

9개국 
38개 네트워크

27개 창고

CIS

3개국 
10개 네트워크

10개 창고

북미

3개국 
33개 네트워크

21개 창고

남미

4개국 
16개 네트워크

6개 창고

아시아

10개국 
41개 네트워크

30개 창고

인도/중아

5개국 
50개 네트워크

42개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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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는 화물의 특성, Business Type 등에 따라 다양한 e-Commerce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고객 니즈에 따라 원하시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BASIC PREMIUM

LX Pantos EC EXPRESS

자체 운영 기반 EC 운송
항공 서비스를 통한 LX판토스 자체 운영 기반의 EC 전용 Door-to-Door 
국제 운송 서비스입니다. LX판토스의 전문가들이 보관, 픽업, 배송, 통관, 반품, 
회수 등 전자상거래 물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밀착 관리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신속한 CS

글로벌 Carrier 협업 
안정적 화물 관리

자체 글로벌 
Fulfillment 서비스

LX Pantos EC FULFILLMENT SERVICE

Fulfillment & Last-Mile 
국내 이커머스 전용 보관 및 배송 서비스입니다. 시즌과 이벤트 물량 변동에 
유연한 창고 운영, 상품 및 주문관리, VAS(Value Added Service), 
Last-Mile 등 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통합 물류 시스템 기반 
물류 운영 및 재고 관리

풀필먼트 전용 설비 및 포장/
검수/검품 등 고객 맞춤 VAS

다양한 운영 형태의 
Last-Mile 파트너십

LX Pantos EC COURIER EXPRESS

글로벌 특송 파트너십 연계 EC 운송 
글로벌 특송 파트너십 활용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용 프리미엄 
국제 운송 서비스입니다. 화물 크기 및 무게 제약이 없어 
소량 화물 外, 대물량을 한 번에 운송해야 하는 화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다양한 Worldwide 
EC Express 스케줄

특송사 자체 화물기 활용 
경제성 및 신속성

시스템 API 기반 
간편 조회 & 예약 

LX PANTOS EC PRODUCTS

 BASIC       PREMIUM       SPECIAL

LX판토스

EC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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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 PANTOS EC SERVICE

 판토스 EC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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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X Pantos EC EXPRESS AIR/SEA & CUSTOMS LX Pantos EC GLOBAL FULFILLMENT SERVICE

EC 국제 운송 (수입 통관 포함)
EC EXPRESS를 기반으로 도착지 수입 통관을 포함해 고객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해 드리는 서비스이며, 최종 도착지까지의 
Last-Mile은 고객이 자체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글로벌 Fulfillment & Last-Mile 
해외 풀필먼트 운영과 Last-Mile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고 운영에서부터 상품 및 주문관리, 
VAS 등의 EC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진출에서부터 
현지 운영까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상품 특징 및 장점

통관 Issue 사전 감지 및 
신속한 처리

OMS/WMS 연계 기반 
프로세스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

EC 통합 플랫폼 기반
화물 예약 & 조회

국가별 경쟁력 있는
배송 파트너와 시스템 연동

관부가세 대납을 통한 
신속 통관

글로벌 거점별 전담 조직 
기반 신속한 CS 대응

LX Pantos EC EXPRESS AIR/SEA ONLY

EC 국제 운송 (수입 통관 제외)
수입 통관과 Last-Mile을 제외한 EC EXPRESS 기반 전자상거래 
전용 서비스로, 다양한 도착지 서비스 옵션을 고객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LX Pantos EC CHINA GDC

중국 GDC 연계 EC 운송 
중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활용한 유럽/미주와 
아시아 間 또는 중국發/着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Door-to-Door 
서비스입니다. 사전 재고 확보를 통해 고객 물류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Lead Time 단축 및 
효율적 SCM 관리

전자상거래 전용 
Smart Visibility 서비스

Sea & Express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

상품 특징 및 장점

자체 수입 통관 및
Last-Mile 선택 옵션

도착지 물류 절감 방안 
컨설팅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화물 밀착 관리

LX PANTOS EC PRODUCTS

 BASIC       PREMIUM       SPECIAL

LX PANTOS EC SERVICE

 판토스 EC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