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ER'S DECISION PARTNER

About Realfoods Premium
리얼푸드 프리미엄은 글로벌 푸드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비전을 발
굴ㆍ취재해 독자에게 제공하는 최고급 온라인 유료 콘텐츠입니다. 콘텐
츠로 리얼푸드(친환경식품)인 비건푸드(vegan foodㆍ완전채식), 가열
및 가공을 최소화한 로푸드(raw foodㆍ생식) 등 앞선 식문화의 속살을
전달합니다. 국내외 푸드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내추럴ㆍ웰빙과 관련한
내용도 알차게 제공합니다.
리얼푸드 프리미엄은 기업에겐 푸드산업에 대한 영감을, 경영자에겐 푸
드경영 및 푸드문화 비전을, 개인 독자께는 친환경 푸드에 대한 인식과
음식에 대한 생활의 지혜를 드립니다.

For Your Decision
식음료업계 리더부터 땅을 일구는 생산자까지 알아야 할 ‘상품ㆍ디자
인ㆍ테크ㆍ인물ㆍ정책’ 등의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글로벌 푸드 시장
의 최전선에서 식품 유행을 선도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최신 소식과 시장
동향을 통해 국내 선점의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For Your Future
국내 주요 식품 및 유통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리얼푸드 프리미엄. 이미 주
요 식음료 업체 리더들의 대부분이 리얼푸드 프리미엄을 구독하고 있습니
다. 미래 식품시장 무대의 주인공에게 리얼푸드 프리미엄을 추천합니다.

For Your Time
비건 키친ㆍ할랄푸드ㆍ슈퍼푸드 등 글로벌 시장동향ㆍ국내외 산업뉴
스ㆍ마켓데이터를 한번에 제공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한
주에 두 번, 메일로 소식지를 전달해드립니다.

Natural

· Organic · Wellness

세계 식품/음료 산업 고급 리포트 리얼푸드 프리미엄

글로벌 리포트
세계 식품트렌드 이끄는 뉴욕을 가다
환경 생각하는 건강한 요리가 뜬다
진짜 우유와 맛 똑같은 인공우유가 나온다
올해 새롭게 떠오를 슈퍼푸드 5가지

기업 동향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EU 유기농 시장
한국의 매운맛 미국을 사로잡다
간편함에 건강함 더했다. 일본 식품업계는
구글이 보내준 우유? 식품배달시장 무한 확장

sample

http://confidential.heraldcorp.com/index.php?njh=281

서비스 이용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번호
신청구좌수
입금자명

입금액

담당자 이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

메일주소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위 기업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일 :

.

.

.

신청자 :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헤럴드 CS본부
E

jiny@heraldcorp.com

F

02.727.0677

P

02.727.0448

구좌 정보
1구좌 금액 500,000원
이용기간

1년

입금계좌

국민은행 004437-04-001153 ㈜헤럴드

서비스 사용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http://confidential.heraldcorp.com
발급 받은 계정(아이디/패스워드)으로 로그인
샘플보기 http://confidential.heraldcorp.com/index.php?njh=281

confidential.heraldcorp.com

02.727.0448 | 1588.0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