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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의 기부문화에 대하여

이야기 나눔이 01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곳 단월드를 만나다

이야기 나눔이 02
미니멀리즘 in My Life

┃The Magazine┃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임진강을 따라 가는 1박2일 드라이브 코스

팔도요리(제주도)
전복양념구이

Best Seller
Best Best 내 마음의 양식

축제 이야기
환상적인 라이팅쇼와 함께 펼쳐지는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나도 한마디
생활 중국어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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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san Inland Container Depot Co., Ltd.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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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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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호
퀴즈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의 수심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벽 수심 깊이는 몇 m일까요?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가을사랑
                                                                    도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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