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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포장은
21세기 패키징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포장 (The Monthly Packaging Magazine)

패키징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소개하는 리더로써 월간포장은 높은 가
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사의 패키징 비즈니스를 보다 빠르고, 성공
적으로 연결하는데 월간포장은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최상의 제품과 합리적인 솔루션을 가진 당신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고
객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월간포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ackNet (PackNet.co.kr)

인터넷으로 세계와 산업과 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패키징
산업에서 PackNet (PackNet.co.kr)은 빠른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대다수
의 패키징 산업 종사자들이 PackNet을 통해 새로운 패키징 정보를 제
공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키징 세상으로 연결되는 윈도우, 바로
PackNet (PackNet.co.kr)입니다.

PackNet Newsletter

PackNet (PackNet.co.kr)을 통해 주 1회 발송되는 이메일 뉴스레터는
PackNet의 패키징 뉴스 정보를 다이렉트로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PackNet의 이메일 뉴스레터는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높은 구독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한 광고 인지도는
어느 매체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KOREA PACK Exhibition

KOREA PACK 전시회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중
요 패키징 전문 전시회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4일부터 27
일까지 KINTEX 전시장에서 열리는 KOREA PACK 2007 전시회는 중국, 
일본 패키징 기업들의 높은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패키징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KOREA PACK의 공
동 주최자인 월간포장에서는 KOREA PACK 2007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
하는 기업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포장클리닉시스템 (Total Packaging Clinic System)

한국포장산업연구소에서는 포장클리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클리닉 시스템을 통해 국가 공인 포장기술사 자격증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장닥터를 통해 기업의 포장 컨설팅, 포장 진단, 포장 설계, 
포장 표준화, 포장 경영 및 기술, 포장정보 조사 연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패키징
처방을 원하신다면 포장클리닉의 문을 두드리세요.



포장클리닉 시스템 (Total Packaging Clinic System)

포장클리닉의
포장닥터가
귀사의 포장을 진단해 드립니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듯
기업의 포장문제 해결을 위해
'포장닥터'가 필요합니다.

귀사의 포장을 점검해 보는 일,
빠를수록 원가절감의 지름길입니다.

포장컨설팅, 포장진단, 포장설계, 
포장표준환, 포장경영과 포장기술, 
포장정보의 조사 연구를 대행합니다.

한국포장산업연구소에서는
포장클리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클리닉 시스템에서는
국가 공인 포장기술사 자격증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장닥터들이
여러분 기업의 포장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포장성과를
거두기 원하신다면
포장클리닉의 문을 두드리세요.

한국포장산업연구소
TEL : 02-6220-6500   FAX : 02-6220-6510
kip@pack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