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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수출기업
의 새로운 해상·철도 복합운송방안을 제시하는 자
리가 열렸다.

16일 KOTRA에 따르면 이날 중국 시안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물류를 지원하고 한·중 양국 
물류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 한·중 
물류협력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선 시안발 중국유럽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이하 TCR) 운송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루강그룹이 한·중·유럽 철도물류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인천
항만공사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복합물류 운송업

KOTRA ‘한·중 물류협력 포럼’ 개최

한국 화물 중국유럽횡단철도 활용 모색

유럽떮중앙亞 수출 ‘鐵의 실크로드’ 연다

‘영(Young) 패밀리 고객’들의 성지로 발돋움 하고 있
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개점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16일 동탄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동탄점의 3040
세대 매출 구성비는 전체 매출의 72%로, 서울 지역 
백화점의 평균 매출 구성비보다 20%P 가량 높은 
수준이며 3040 세대 구매 고객 평균 나이 역시 롯
데백화점 전점 평균 나이보다 5살 이상 어린 것으
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동탄점은 개점 1주년을 맞
아 고객들이 이색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
운 브랜드를 선보임과 동시에 체험형 이벤트와 팝
업스토어 등을 선보인다.

우선 올해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인 ‘벨리곰’이 동
탄점 오픈 1주년을 맞아 찾아온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새롭게 출시된 
‘벨리곰 시그니처 시팅 인형’과 ‘벨리곰 얼굴 쿠션’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1층에서 운영하고 이달 20
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미니 벨리곰’들이 3층 
‘더 테라스’에서 전시된다.

또 럭셔치 워치&주얼리 상품들을 히스토리와 함
께 소개하는 도슨트 투어 형식의 ‘럭셔리 워치&주
얼리 갤러리’도 이달 28일까지 선보인다.

동탄점 주요 고객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팝업스토
어도 준비했다.

F&B와 주류에 관심있는 MZ세대를 위해 ‘시바스
리갈’, ‘제임슨’ 등의 위스키를 소개하는 ‘위스키 팝
업스토어(8.19~25)’와 SNS에서 인기를 끌며 연일 
매진 행진 중인 도넛 브랜드 ‘올드페리 도넛’ 팝업스
토어(8.24~28)를 만나볼 수 있다.

아동 고객들을 위해 유아용품 SNS 이슈 브랜드
인 ‘돗투돗 팝업스토어(8.26~28)’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패션 크리에이터의 패션 상품과 
‘mtl’ 카페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mtl X 
리켓’ 플리마켓(8.12~28)등 19개의 디자이너 브랜
드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종성 롯데백화점 동탄점장은“동탄점은 지난 1
년동안 상권 특성을 적극 반영한 브랜드 구성은 물
론 콘텐츠, 이벤트 등을 통해 MZ 세대와 젊은 패밀
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향후에
도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등 외부 활동도 강화해 
동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화성

프리미엄 비건 뷰티 LBB(엘비비)가 18일 열리는 아
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의 뷰티 단독 공식 스
폰서로 LBB 제품을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롯데스
카이힐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약 150명의 선
수들이 참가하며, 총 상금 150만달러 규모(원화 약 
19억6천만원)로 아시안투어의 인터내셔널 시리즈 
4차 대회다.

LBB(엘비비)는 이번 대회에서 강한 자외선에 자
주 노출되는 골퍼들을 위해 ‘셀룰라 인텐시브 케어 
인 크림’ 과 ‘셀룰라 인텐시브 나리싱 아이크림’을 공
식 후원한다.

식물 유래 성분이 함유된 ‘셀룰라 인텐시브 케어 
인 크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피부 보습에 도움
을 주는 고농축 크림으로 7가지의 임상 결과와 주
름 개선 및 미백 등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

‘셀룰라 인텐시브 나리싱 
아이크림’은 주름 개선 및 
미백 등 이중 기능성 인증
을 받은 집중 영양 케어 제
품으로, 두 제품 모두 LBB
의 검증된 제품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상품들이다.

이수진 LBB 대표는 “공
신력 있는 인터내셔널 대회
의 뷰티 단독 공식 스폰서
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
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협업과 후원을 통해 LBB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K-beauty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사우디아
라비아 국부펀드(PIF) 지원을 받아 열리는 골프대회
로 앞선 1, 2차 대회는 태국과 영국, 3차 대회는 싱가
포르 타나메라의 탐파인 코스에서 치뤄졌다. 수원

 벨리곰 팝업스토어떮미니 벨리곰 전시

‘럭셔리 워치&주얼리 갤러리’도 선보여

LBB,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단독 공식 후원

‘셀룰라 인텐시브 케어 인 크림’ 등 제공

롯데百 동탄점, 개점 1주년 다양한 행사

체인 일본통운도 참가해 TCR의 활용방안 및 실
증 사례들을 공유했다.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제3국 시장 진출
을 위함이다. 한국발 화물을 물동량이 많은 중국 
연안 항구에서 직접 화물열차에 적재해,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보내는 식이다.

특히 이러한 해상·철도 복합운송 방식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운임 및 운송시간 절감(약 30%)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KOTRA는 분석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SDI와 LG디스플레
이가 TCR을 통해 수출한 사례가 있다. 다만 아직 
우리 기업의 보편적인 국제물류 노선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
시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TCR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포럼에서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상하이지사 소
장은 자동차 및 그 부품과 통신, 전기, 전자 등 활
용에 적합한 품목들을 제시했다. 이어 “인천항은 
해상·철도 복합운송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선
택지로, 핵심 요건이 충족된다면 우리 기업에 중
요한 물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물류 안
정성 확보는 수출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국제물류 협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열린 ‘실크로드박람회’에도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현장을 찾은 영국,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바이
어 50개사가 5천만 달러 규모의 온·오프라인 수
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연우기자

회사명 직종 급여 학력 경력 지역 인원 전화번호

(주)앤티엘 전자제어계측 기술 및 연구 연7000만원 무관 경력 의왕시 1명 031-450-6933

(주)에스앤에스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연6000만원 무관 경력 김포시 2명 070-4942-5803

(주)청심아이티 건축 현장소장 연5000만원 대졸 경력 가평군 1명 02-721-5574

무궁화전자 가전제품 개발 기술 및 연구 연5000만원 무관 경력  수원시 1명 031-210-2312

주식회사 이레이앤씨 건축시공 기술 연500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2명 010-7282-9292

태일몰텍 제도사 연5000만원 무관 경력 안산시 1명 031-497-1580

(주)대원종합건설 토목공학 기술 연7200만원 대졸 무관 안성시 5명 054-635-2001

주식회사 이도종합건설 건축 현장소장 연48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372-0710

주식회사 지이에스 환경공학 시험 연4200만원 무관 무관 양주시 1명 031-859-2831

진성산업개발(주) 산업 안전 및 위험물 관리 연40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1명 063-851-1119

진성산업개발(주) 소방시설·설비 시공 기술 연40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1명 063-851-1119

(주)지율건설 토목공학 기술 연4000만원 고졸~대졸 경력 안성시 1명 031-897-9003

(주)에이덴 가전제품 설치·수리 연4000만원 고졸~대졸 무관 하남시 1명 02-477-2677

(주)원창호건설 건축 현장소장 연4800만원 고졸~대졸 경력 안산시 1명 031-415-2002

지인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연3600만원 무관 경력 수원시 1명 031-221-2700

대창경금속(주) 제조 단순 종사 연3600만원 무관 무관 김포시 2명 031-989-4277

(주)삼목엔지니어링 제관원 연500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5명 031-352-6360

대영엠이씨 주식회사 건축설비 기술 월700만원 무관 경력 부천시 1명 070-4179-8534

(주)엘원이앤씨 건축시공 기술 월400만원 무관 경력 용인시 2명 031-526-0092

주식회사 쎄미이엔지 기타 건설·전기 및 제조 관리 월350만원 대졸 경력 김포시 2명 031-8049-0611

(주)제이케이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월330만원 무관 무관 안산시 2명 031-494-1927

나노마이크로텍(주)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 월330만원 무관 경력 시흥시 1명 032-457-9302

엔플테크 창고 관리 월320만원 무관 경력 화성시 1명 031-8055-3760

대영엠이씨 주식회사 건축시공 기술 월600만원 무관 경력 부천시 1명 070-4179-8534

(주)토야테크 기계·금속 제도사 월350만원 고졸~대졸 경력 화성시 1명 031-8077-2194

(주)제이디텍 전기·전자 제조 관리 월300만원 대졸~석사 경력 안산시 1명 070-4409-6696

대한결핵협회 임상병리사 월280만원 무관 무관 수원시 3명 070-5067-3513

(주)앤티엘 전자제어계측 기술 및 연구 연3500만원 무관 신입 의왕시 3명 031-450-6933

의료법인자운의료재단 간호사 연4300만원 대졸~박사 무관 시흥시 3명 031-311-0700

(주)삼화양행,안산 생산·품질 사무 및 관리 연3500만원 대졸 무관 시흥시 2명 031-494-3516

(주)케이티에스 기계·금속 제도사 월450만원 무관 경력 김포시 2명 031-996-6550

(주)원전플랜트 경리 사무 월300만원 무관 무관 화성시 1명 032-566-5534

(주)우전 경리 사무 월300만원 무관 무관 하남시 2명 02-443-2698

(주)웰베이스 플라스틱 금형 제조 월300만원 무관 경력 시흥시 3명 010-9910-8246

(주)웰베이스 생산·품질 사무 월300만원 고졸~박사 경력 시흥시 2명 010-9910-8246

(주)앤티엘 전자제어계측 기술 및 연구 연3500만원 무관 신입 의왕시 3명 031-450-6933

(의)진성 방사선사 연3500만원 무관 무관 성남시 2명 031-725-7016

(주)거창금속 기계·금속 제도사 연3500만원 고졸~대졸 경력 고양시 2명 031-975-1444

(의)진성 임상병리사 연3400만원 무관 무관 성남시 2명 031-725-7016

분당신용협동조합 출납창구 사무 연3500만원 무관 무관 성남시 2명 031-704-8551

LBB 셀룰라 인텐시브 케
어 인 크림과 셀룰라 인
텐시브 나리싱 아이크림. 
 LBB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