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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Solution in Logistics G.X Logis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물류 전문가 No.1 서비스 만족, 고객 감동까지 선사합니다.

Company Introduction

주)지엑스로지스는“The Best Solution in Logistics G.X Logis”를 모토로, 고객의 비즈니스를 세계화 하는
데 일조하고, 빠르고 전문화된 토털 물류서비스로 고객의 사업과 비전을 돕고자 합니다.

팍팍 잘도 꽂는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완성해줄 수 있는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공격형 파트너가 있습니까?
포워딩에서 운송, 포장까지 토털 물류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지엑스로지스의
비즈니스 파워가 세계를 누빕니다.

주 지엑스로지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인 사고와 가치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경기
의 흐름을 꿰뚫고 구석구석 공격수에게 승점을 만들어주는 게임메이커처럼 지엑스로지스는 빠르고 유기적입
니다. 귀사의 비즈니스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코디네이트 해드립니다. 지엑스로지스의
장점인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과 역량을 집중시킬 줄 압니
다. 포워딩에서 포장, 운송까지 국내외 어디서든 지엑스로지스의 길은 넓습니다. 또한 해외전시부터, 화물운
송, 다양한 이벤트 운송까지 합리적인 컨설팅으로 비용과 효과를 높여드립니다.
㈜지엑스로지스는 창조, 상생, 나눔의 기업정신으로 무엇보다 신뢰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고객만족의 저력을 지엑스로지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

Company Introduction

Philosophy & 3S

경영철학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마인드로
Philosophy & 3S 확실한
고객의 일 앞에 겸허히 서겠습니다.
창조
핵심역량 창조, 고객가치 창조, 도전과 변화 창조
상생
협의와 협조로 이어가는 윈윈 프로세스

기업정신

나눔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참여

경영이념

창조경영

가치경영

행복경영

지엑스로지스는 나침반입니다

대략 측량하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무장하고, 한 번 더 검증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도약의 지름길을 아는 진정한 승부사.
컴퍼니보다 파트너라는 호칭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고객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물류 컨설팅.
확실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는
지엑스로지스가 한발 앞서가는 이유입니다.

지엑스로지스의
3S

1
Specialized Service

전문입니다

2
Speedy Service

신속합니다

3
Safe Service

안전합니다

MAJOR SERVICES

지엑스로지스는 신용입니다

지엑스로지스에게 맡기면 역시 결과가 다르다는
고객의 말에 비로소 웃습니다.
고객의 만족한 웃음을 피로회복제로 삼고,
고객을 대신해 전세계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결과로 평가받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탁월한 실력 못지않게, 과학적인 접근과 맨파워를 갖춘 조직력으로
고객의 사업을 크게 키우는 기업, 지엑스로지스입니다.

주)지엑스로지스는 국제화물운송, 해외전시회 및 컨퍼런스 운
송, 미술품, 국내 이벤트 운송 Inbound, Outbound 관련 모
든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송, 통관, 포장, 창
고 등 일련의 물류 과정은 물론, 무역과 마케팅, 브랜드 브랜
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지닌 젊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이 만족하는 상생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Business Services
Forwarding Business

항공, 해상 포워딩 비즈니스

㈜지엑스로지스는 모든 수출 화물에 대한 콘솔서비스는 물론 모든
수입화물의 수입 하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쪾 해상, 항공 포워딩 코디네이션
쪾 예약 및 화물 추적
쪾 빠른 스케줄 배정
쪾 무역 서류 취급 서비스
쪾 DAP & DDP 배송

전시전문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랜 물류 경험 요소를 가진 직원이 Consulting 해 드립니다.
특화된 물류서비스의 다양한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Customs Clearance

있습니다. Global Network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별 전시회의
물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cking

통관

지엑스로지스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통관 즉 수출입 통관, 일시 재수
일관된 서비스로 빠릅니다.
출 담보통관, ATA Carnet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전
신속하고 빠른 응대로서 필요한 물류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문적인 서비스가 저희의 강점입니다.

수출 포장, 전시품 포장

쪾 전시품 재사용 박스

체계적이고 정확합니다.
쪾 미술품 특수 포장
물류의 전 과정을 Tracking 및 Monitoring 하여 안전한 서비 쪾 모형 및 미니어처 특수 포장
스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오차없이 물류 서비스 쪾 중량 및 대형 화물 포장 ( 팔레트, 스키드 포장 및 목재 포장 )
를 제공합니다.
MAJOR SERVICE

MAJOR SERVICE

쪾 납품 포장
쪾 골판지 박스 포장
쪾 LCL / FCL 적입 작업 서비스

Exhibition Logistics Service & Event Coordination

전시물류, 이벤트 코디네이션

Pick Up & Delivery Services & Nationwide
Trucking Service

지엑스로지스는 비즈니스 KEY입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주춤하지 않습니다.
물류의 키맨 역시 지엑스로지스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지엑스로지스에 가면 풀린다고 합니다.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운송도,
해외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마케팅의 고충까지
지엑스로지스와 상의할 수 있어 편하다고 하십니다.
왜냐구요? 무엇이 다르냐구요?
꾸준히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이 주는 선물입니다.

픽업, 배송, 전국운송 서비스

㈜지엑스로지스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화물과 현장 감독이 필요
한 특수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운송 회사와 연합하여 전
국 모든 곳에 정확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쪾 공장 인도조건 일관된 물류 서비스
쪾 숙련된 작업자에 의한 해포 및 포장 서비스
쪾 안전한 하차, 이동 및 고정작업 서비스
쪾 중량 및 용적 화물의 무진동 차량 코디네이션

Warehouse Management

쪾 3PL 물류
쪾 단기보관, 장기보관
쪾 재고목록 준비
쪾 콘솔 서비스
쪾 유통 및 배송 서비스

창고관리

쪾 전문적인 코디네이션
쪾 On-site 서비스
쪾 해외현지 핸들링 및 재반입 서비스
쪾 현지 에이전트 및 국내 에이전트 역할 수행

Fine Art Works Handling

미술품

쪾 완전한 보호를 위한 포장 서비스
쪾 픽업 시 내품 포장 서비스
쪾 무진동 픽업 서비스
쪾 설치 작업 서비스

Project Cargo Handling

프로젝트 카고 핸들링

쪾 공장 이전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쪾 정밀기계 운송 및 공장 설치
쪾 주요 항구 CFS 또는 CY에 화물 운송

지엑스로지스는 수퍼엔진입니다

고객의 만족이 지엑스로지스의 행복이기에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공하겠다는 열정으로 25시를 살고,
다음일도 부탁한다는 말을 동력 삼아 다시 뛸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낼 때마다 고객과 동지가 되고,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각오로
내 일처럼 일하는 착한 사람들,
지엑스로지스의 원동력입니다.

International Exhibition & Event Coordinator

지엑스로지스는 다년간의 해외전시, 포워딩, 프로젝트 운송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요청하신 화물의 특징을
분석하여 최적의 운송방법 및 Rout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화물을 오더부터 현지 코디네이트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전에 철저한 운송계획을 수립 및 분석, 전담
조직 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엑스로지스는
현지 물류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전세계 글로벌 네트웍크를 통해 완벽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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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및 항공 화물
용선업무제공

운송 업무의 계획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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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및 특수화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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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출하시점부터 현지물류관리
Schedule관리

Total Coordination

해외 전시 이벤트 컨벤션
International Exhibition & Event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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