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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물동량 리포트
2015년 양산ICD 물동량

Issue
2015년 4/4분기 ICD ISSUE

News+
4/4분기 항만물류 동향

전문가 칼럼
3D 프린터가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터뷰
고객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 전문기업

(주)대현 남계곤 대표이사  

이야기 나눔이 
바보빅터<호아킴 데 포사다>

┃The Magazine┃

함께하는 갈맷길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부산 갈맷길(둘. 4~6코스)

어식백세·요리궁합
뼈에 좋은 겨울 별미 매생이+돼지고기+굴

Best Seller
Best Best 내 마음의 양식

축제 이야기
제23회 태백산 눈축제

나도 한마디
생활 중국어회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T. 055)372-0932~4,6
F. 055)372-0937

양산ICD(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는 

내륙항만으로서의 역할과 화물의 통관, 보관, 주선, 내륙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남권 최대의 컨테이너화물 복합물류기지입니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과 연계한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재유통컨테이너의 보관, LCL화물 처리뿐 아니라 

3자물류, 제조·판매 시설의 운영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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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 공간
퀴즈도 풀고 의견 나누고
독자들이 소통하는 유익한 공간!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을 donnynix@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제안/
제언을

접수합니다

양산ICD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격려,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양산ICD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양산ICD소식지>의 성장을 위한 

의견이나 소식지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겨울호
퀴즈

국가에서 관리하는 9개 연안항은 어디일까요?

날씨도 좋고 화창하건만
 이놈의 인생살이 콱 죽어버릴까 하다가도

 그런 용기조차 없는 이 서글픈 인생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심정. 사는게 뭔지
 다람쥐 채바퀴 돌 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생

 이것저것 다 걸릴 것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차라리 멀리 조그만 섬에서 고기나 낚는 즐거움 누리며
 문어 잡혀도 좋고, 큰고기 낚여도 좋고 작으면 어떠랴

 이 한몸뚱이 얼마나 많이 먹겠나
 세월이 허락하는 대로 바닷가에서 해삼, 전복, 고동, 게, 멍게 등등

 이것저것 잡아먹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살고파라
 허름한 오두막집도 좋고 뒷산에는 자그마한 남새밭 만들어 상추,

배추 심고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바닷가
 태풍이 불면 움츠리고 날씨가 좋으면 바닷가 백사장 거닐며

 이왕이면 조그만 배라도 있으면 더욱 좋고
 구석구석 뽈락이라도 잡고 

 그놈의 앙탈 부리는 손맛.... 사시사철 바다가 있는 그곳으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마린토탈물류  천두관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