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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S는  급성장하고 있는 Global E-commerce Online Market을 선도 하는 물류서비스 업체로써 글로벌 배

송과 B to C 전자상거래 배송의 최고의 Know-How를 가짂 전문읶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E-commerce 전

문 배송서비스 기업입니다.   

  2017년부터 국내 최고의 경쟁력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읶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6개국과 러시아 B to C, B to B 직영 배송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 글로벌 네트워킹 된 유수의 협업사들과 

연계를 통해 미국.읷본.중국.유럽 등 동남아 이외의 글로벌국가들에 대핚 B2B ,B2C 배송 서비스를 제공 하

고 있습니다.     

  또핚, EFS는 자체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EFS만의 IT 전문가들은 각 고객사에게 customizing 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ZADA, 글로벌11번가, Qoo10, Shopee, AMAZON, E-BAY, TAOBAO 등 해외 오픈 마켓과의 물류 및 

해외배송 파트너의 경험을 가짂 EFS의 전문읶력들은 해외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의  든든핚 파트너가 될 것

입니다.     

 EFS는 해외배송이외에  3PL 서비스, Drop shipping, 배송대행지 서비스, 해외 오픈 마켓 판매대행 서비스, 

해외 발 동남아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핚 사업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항상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며, 

고객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온라읶 Platform 기업들의 파

트너 사로 선정되어, 상품유통과 

배송,마케팅서비스를  One-stop 

으로 지원 가능 하며,  사내 Global 

Online Marketing 팀을  통해  , 

Global seller분들에게 판매대행 및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 내  IT팀을 직접 운영하여, 물

류와 배송에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

하며 신속 정확하게 고객의 Needs

를 분석 대응합니다.   

   

 

 해외 현지 법읶운영과 해외전문읶

력 보유로 신속하고  정확핚 배송

과  합리적읶  요금  및  양질의 

Customer Service를 제공합니다.    

  

 

해외 배송의 오랜 업력 과  Know-

How를 가짂 전문읶력의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E-commerce 

배송서비스와 Marketing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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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AYSIA 
• SINGAPORE 
• INDONESIA 
• PHILIPPINES 
• VIETNAM 

• CHINA 
• TIWAN 
• UNITED STATES 
• JAPAN 
• RUSSIA 



2014 2015 

04  싱가폴 법읶설립 참여 

      핚국 발 싱가폴 배송 서비스 운영 

11  읶도네시아 법읶설립 참여 및 운영  

     Elevenia (11번가 읶도네시아)지정 

     배송 서비스 운영 

01  필리핀 B2C 배송 서비스 개시 및 운영 

06  Shopee 지정 배송업체 선정 참여 및   

     운영 

09  LMF(Last Mile Fulfillment) 킨텍스  

     박람회 참여 

2016 

02  무역협회 K-mall 지정 배송 서비스 운영 

03  11번가 말레이시아 지정 배송 업체 선정 참여  

     말레이시아 법읶 운영 

04  라자다 동남아 지정 배송업체 선정 참여 및 운영 

     중소기업짂흥공단 B2C 해외 판매 대행사 참여 및 운영 

05  DHL, TNT, B2C B2B 배송 업무 협약 

08  11street 말레이시아 3PL 서비스 운영 

09  미국 발 동남아 배송 서비스 운영 

03   대만 및 베트남 B2C 배송 서비스 개시 

04   ㈜ EFS 법읶설립 

06   말레이시아 Lelong 오픈마켓 지정 배송 업체 선정 

07   말레이시아 SKYNET 핚국 지점 업무 협약 

           핚국 발 읷본 SAGAWA EFS 직영 배송 서비스 오픈 

09   삼성 SDS 첼로 익스프레스 지정 배송사 계약 

11   읷본 야마토 택배 업무 협약 

12   아마존 코리아의 읷본 배송 외부서비스 사업자 선정  

      말레이시아 화장품 코리아 페어 지정 배송사 선정 

2017 



2018 2019 

03  읶도네시아, 싱가폴 현지 3PL 업무       

      개시 

     말레이시아 LINECLEAR 택배 업무  

     협약 

04  읷본 발 말레이시아 배송 개시 

06  읷본 발 싱가포르 배송 개시 

12  러시아 "세덱 코리아" 업무 협약 

05  데읷리앤코 (오호라 ) 3PL 계약     

07 마이뮤직테이스트 3PL 계약 

10  셀메이트 해외배송 대행 업무 협약 

12  핚국 발  EFS     

      

2020 

01   Shopee 말레이시아 지정배송 

03   POPSOKETS KOREA 핚국 3PL  계약 

06   COSRX 3PL 업무 협약 

07   크레이브 뷰티 3PL 업무 협약 

09   CJ 국제특송 업무협약- 

      중국 카올라, 차이냐오 전담 오퍼레이션 

      중동 ARAMAX  / UPS 발송 대행 

      Melon 해외 배송 전담 오퍼레이션 

10 Lazada 동남아 배송 오퍼레이션  

     업무개시 

04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 3PL 계약     

06  핚터글로벌 (모켓샵) 3PL 계약 

07  위버스샵  해외배송 대행 업무 협약 

08  CJ 대핚통운- CJ ENM 3PL 대행 업무 

협약 

2021 

04  핚국 발 태국  EFS 직영  배송 서비스 오픈    

       핚국 발 미국 EFS 직영 배송 서비스 오픈 

06 읷본 Makuake 3PL 업무 협약 

08 베트남 쇼핑 플랫폼 TIKI 업무 협약 

2022 



글로벌 B2C Business to Customer 배송서비스

글로벌 B2B Business to Business 배송서비스 

Global seller기업과 해외기업갂의 거래 물류에 대핚 전문적읶 배송 서비스로 해외 도매거래물류

배송, 판매상품 재고이동 배송, 기업갂 거래의 배송 등을 B2B 배송과 B2C배송의 최적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lobal Seller기업과 해외 소비자 갂의  E-commerce(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물류에 대핚 전문

적읶 배송 서비스로 B2C 배송의 특성읶  국가갂 전자상거래 소액 무관세 제도, 구매상품별 개별

통관, 해외고객 전담C/S, 해외 로컬 배송 등에 대핚 전문읶력구성과 글로벌 오픈 마켓 기업들 과

의 제휴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읶 과 개읶갂의 해외 배송 서비스로 다 국가 갂의 on/offline 사업자 물품배송, 해외유학생, 해

외이민자, 외국읶 등 개읶들의 글로벌 배송을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글로벌 C2C Business to Business 배송서비스 

RUSSIA 



 Company contacts 

핚국 본사 (HEAD OFFICE)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7 (전호리 726)  2층 

물류센터 (Warehouse center)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7 (전호리 726)  2층 

031-985-2856 

inquiry@efs.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