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C E A N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www.lxpantos.com

 판토스 해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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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는 아시아 최대 물동 기반의 강력한 對 선사 협상력으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13,000여 고객의 물류 파트너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운송 포트폴리오 및 해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상 최적의 운송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LX판토스 

해운 서비스는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해상 운송의 중심 

LX판토스, 

세상을 연결합니다

LX판토스 

해운 서비스 강점 

대물동 기반 對 선사 협상력

·국내 1위, 글로벌 6위 물동량 (연 165만 TEU)
·Global Bidding 기반 운임 경쟁력 확보 

글로벌 Operation Excellency

·전담 조직 기반 13,000여 글로벌 고객사 물류 운영
·최신 RPA 기술 기반 운영 자동화 및 효율화

해운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

·국내외 60여 개 선사와의 강력한 네트워크
·글로벌 선사와의 Direct 커뮤니케이션 채널 

해운 통합 관제 센터 운영

·Irregular(기상 및 Port 상황, 파업 등) 선제 예측 및 대응 
·Risk 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해운 IT System

·Dashboard 제공 기반 실시간 End-to-End Visibility
·포워딩 디지털 플랫폼               등

해상 운송 전문가 국내 No.1

전문인력 900 여 명 보유

해운 물동량 Asia No.1

1,650,000 TEU/연간

글로벌 해운 운영 역량

13,000 여 고객 해운 물류 수행

글로벌 네트워크 국내 No.1

40 여 개국 360 여 네트워크

LX PANTOS OCEAN SERVICE LX PANTOS OCEAN PRODUCTS LX PANTOS OCEAN NETWORK

LX판토스

해운 상품 구성

LX판토스는 화물의 특성, 리드타임, 물류비 등에 따라 다양한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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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서비스



O C E A N

LX PANTOS OCEAN SERVICE LX PANTOS OCEAN PRODUCTS

 BASIC       PREMIUM       SPECIAL

LX PANTOS OCEAN NETWORK

LX Pantos OCEAN LIQUID BULK

액상 화물 벌크 운송
대량의 액체 화물을 선박에 장치된 탱크에 직접 적입하는 
서비스로, Liquid Bulk에 대한 전문 지식 및 Tanker 분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이 최적의 
운송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Liquid Bulk 전문 운송 노하우
(연 270만 톤 규모)

높은 Laycan 준수율을 
통한 안정적인 납기 관리

자체 용선을 통한 안정성 및 
對 고객 운송 솔루션 제공 

LX Pantos OCEAN DRY BULK

건화물 벌크 운송
철강, 곡물, 석탄 등 비정형 건조 상태의 화물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벌크 전담 조직에서 고객의 화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송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Dry Bulk 전문 운송 노하우
(연 360만 톤 규모) 

철저한
End-to-End 품질 관리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안 및
Contingency 대응

LX Pantos OCEAN LCL

소량 화물 운송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고객사의 다품종 소량 화물을 
혼재/콘솔하는 운송 서비스로, 소량의 화물이라도 
LX Pantos OCEAN LCL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광범위한 콘솔 업체와의 
파트너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안전 운송

실시간 Tracking 관리 등 
통합 운송 서비스

LX Pantos OCEAN FCL

만재 화물 운송
하나의 컨테이너에 단일 고객사 화물만 적재하는 LX판토스 
해상 운송의 대표적인 화물 운송 서비스입니다.
LX판토스의 안전하고 신속한 FCL 운송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상품 특징 및 장점

다양한 타입의 
화물 운송 맞춤 솔루션

안정적인 선복 확보와 
신속한 선적 진행

대물동 기반 강력한 
對 선사 협상력

BASIC

 판토스 해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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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PANTOS OCEAN SERVICE LX PANTOS OCEAN PRODUCTS LX PANTOS OCEAN NETWORK

 BASIC       PREMIUM       SPECIAL

LX Pantos OCEAN CHARTER

정기/비정기 용선
일정 기간의 정기 진행 및 프로젝트성 화물을 장/단기 용선이나
전세 계약을 통해 선적하는 프리미엄 해상 운송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계약된 용선 기간 內 
안정된 선복 보장 

다양한 화물 Type 
진행 가능 

일반 컨테이너 선복 부족
 상황에 대한 긴급 대안 솔루션

LX Pantos OCEAN SPACE GUARANTEE

선복 보장
선적 정시성 및 납기 준수가 필수로 요구되는 화물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선적 스케줄 內 선복을 보장해 드리는 
프리미엄 해상 운송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모든 해상 Alliance와
서비스 계약 체결 

선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밀착 관리

선적 스케줄 및 선복 보장

LX Pantos OCEAN SERVICE GUARANTEE

우선/우대 서비스 보장 
일반 화물 대비 우선 처리 및 적시 장비 확보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특정 서비스 사항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장비 보장을 통한
신속 상차 지원

우선 선적/우선 양하
서비스 보장 기반 
Lead Time 단축

LX Pantos OCEAN EXPRESS

신속 운송
특정 노선 또는 지역별 Express 서비스가 가능한 선사를 통해 
일반 화물 대비 더 짧은 Lead Time으로 신속하게 
운송해 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운영 노하우 기반 신속한
긴급 화물 처리 

세부 구간별 단축 노선 및
선사 서비스 제안

지역별 강점 보유 
선사와의 파트너십

PREMIUM

 판토스 해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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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PANTOS OCEAN SERVICE LX PANTOS OCEAN PRODUCTS LX PANTOS OCEAN NETWORK

 BASIC       PREMIUM        SPECIAL

LX Pantos OCEAN TEMP CONTROL

온도 관리 특화 운송
식품, 화학 제품, 배터리 등 온도에 민감한 화물 대상으로
온도 조절 전용 장비를 활용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운송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온도 민감 화물 운송 경력
전문가 및 전담 조직 보유

Smart IoT 기술 기반 실시간
End-to-End 모니터링 

화물 적재, 포장, 해체 등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LX Pantos OCEAN DG

위험물 특화 운송
관리상 제약 사항이 많은 ‘위험물 운송’ 전문 특화 상품입니다. 
DG Class별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IMDG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위험물 운송 노하우 기반
DG 운송 전문 서비스

탁월한 문제 해결 및
솔루션 제공 능력 보유

위험물 운영 절차 및
각종 설비 완비

LX Pantos OCEAN LIQUID

액상 화물 특화 운송
화학 제품, 식음료 등의 액상 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해 드리는 특화 상품입니다. Flexi Bag, ISO Tank 등 
특수 장비 활용을 통해 액상 화물 전문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액상 화물 전담 
조직 기반 컨설팅

액상 화물 전용 장비 
공급 안정성 확보

특수 장비 활용 최적의
통합 솔루션 제공

SPECIAL

LX Pantos OCEAN OOG

초대형/초중량 특화 운송
LX판토스는 다양한 초대형/초중량 화물 포트폴리오 및 전문성 
확보 기반으로 운송 Risk 없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특징 및 장점

다양한 플랜트 및 대형 프로젝트 
성공 Reference 보유

OOG Specialist 및 
전담 조직 중심 밀착 관리

화물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최적 솔루션 제공

 판토스 해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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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PANTOS OCEAN SERVICE LX PANTOS OCEAN PRODUCTS LX PANTOS OCEAN NETWORK

 고객과 세계를 연결하는 최고의 해운 물류 파트너, LX판토스 

글로벌 해운 물동량

연간 1,657,737 TEU

* ’21년 기준

Asia  CIS

Middle East  Europe

Intra Europe

Asia  Europe

Asia  Middle East

Europe  Asia

Asia  Africa

Asia  Oceania

North America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sia  South America

Asia  North America

해운 수입
해운 수출

Volume 1,000 TEU1
지역 內 수출입

 판토스 해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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