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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Alliance Germany -

유럽 내 최고 수준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고 귀하의 요구에 부합하는
독일 물류 파트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산업 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정확히 맞춘
최고의 물류 서비스!
독일 내 물류 관련 지원이 필요하시면
전담 상담 창구인 LAG로 연락해 주십시오.

Logistics Alliance Germany 는 다음과 같은
물류 분야 업체와 협력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파트너
노하우 공급자.

연락처

Logistics Alliance Germany
Invalidenstraße 34
10115 베를린
독일
Michael Kuchenbecker
전화:
+49 30 58 58 4 58 - 50
이메일: MK@logistics-alliance-germany.de

Katharina Rahn
전화:
+49 30 58 58 4 58 - 52
이메일: KR@logistics-alliance-germany.de

귀하가 누리는 혜택
당 기관은 귀하의 요청에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적절한 물류 업체가 귀사로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PDF 형식의 “문의 양식”만 작성하시면
나머지는 당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해
„문의 양식“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독일 연방 교통 및 디지털 기반 시설부와
독일 물류 업계가 함께 진행하는 민관협력사업.

www.logistics-alliance-germany.com

독일식 물류 서비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자 중심지

한국어

made in Germany

독일이 유럽의 물류 관문이자 중심지라 불리는
10가지 타당한 이유
독일은...
유럽 경제의 중심이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1.

2.
3.

화물 유통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유럽의 관문입니다.

6.

선택 가능한 광범위한 물류 지역을 제
안합니다.

7.

각 무역 환경에 특화된 솔루션과
물류 전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토대로
빠르고 유연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9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횡단의 중심지입니다.

4.
5.

9.

500km 거리 이내에 있는 약 2억 5천
만 명의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
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송 기반 시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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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는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의 근거지입니다.

유럽 연합 내 최대 물류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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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목표
니즈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십까?

유럽 내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십니까?
맞춤화된 물류 솔루션?
물류 파트너?

다양한 분야의 전문 물류 서비스가 결합된 독일식 물류 서비스
는 시장 개발 및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객 맞춤식 지원을
제공합니다.
항공, 해상, 내륙 수로 또는 육로 수송에 상관없이 탁월한 기반 시
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은 유럽
물류의 이상적인 거점입니다.
독일은 유럽 단일 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귀하의 상품은
하룻밤 사이 목적지에 도달하며, 36시간 이내로 2억 5천만 명 이
상의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류 전문성을 갖춘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신뢰할 수 있는 유연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을 이끕니다. 부패성 제품이든 발전
소 관련 장비든 상관없이 당 기관은 귀하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
절한 독일 물류 파트너를 찾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