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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티북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좋은 퀄리티 및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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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티북스는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tbooks.co.kr

Good Design, Good Service,

Good Design, Good TBOOKS.

Good TBOOKS!

이젠 품질과 스타일, 그리고 가격을 함께 잡는다!
가격을 따지자니 품질이 걱정되고 고리타분한 표지 디자인도 맘에 안들고,
더구나 매번교재 내용 구성하기도 번거롭고...
획기적인 강사지원시스템으로 강사님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뛰어난 품질
기존의 인쇄방식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내는 놀라운 출력품질. 당장 서점에 내어 노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언제든 원하는 종류를 매월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세요.
이젠 재고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원제든 원하는 부수만큼!!

3,331명의 고객분들이
오늘도 저희 티북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북스는 학원 교재, 학원 홍보자료 및 개인·일반 인쇄물,
기업홍보물을 디자인 , 편집, 출력, 인쇄, 제본 등 일체의 제작과
정을 논스톱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규모의 학원, 중소기업, 그리고 고객 한 분, 책한권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좋은 퀄리티와 친절한 서비스, 더욱 멋진 디자인으로 항상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격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컬러표지=코팅, 제본비 포함 700원, 흑백내지는 22원
A4/100페이지 기준, 풀 컬러표지 교재
1부 가격이 3,400원, 10부 가격이 34,000원
스타일리시한 표지 디자인
스타일리시한 전문 북디자이너들이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무료디자인 표지가 가득...
학원로고 및 학원명도 칼라로 자유롭게 인쇄가능합니다

저희 티북스는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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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OKS만의 장점
EDU
BOOKS
BEST
EQUIPMENT
BEST
INFRA

POD의 특징
■ ONE-STOP SYSTEM

교육업체를 주력으로 사이트 운영.
학원 특성에 맞는 소량 및 다량의 교재 제작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최소의 제작기간으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긴급 수정에 바로 바로 대응
이 가능합니다. 단기간의 대량의 책자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장비 집약도 및 운영, 작업능력은 최고 수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을 고속으로 처리할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작업이 지속가능합니다.
인쇄 및 디자인 전문가 다수 포진, 자체 공장(인쇄기2대) 보유.
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옵셋 인쇄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BEST
QUALITY

소량의 인쇄물도 고품질,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티북스에서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인쇄물 제작이 가능합니다. 첨단 디지털 인쇄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최고의 품질로 인쇄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및 서비스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OFF-SET
PRESS

폭넓은 후가공과 대량의 인쇄물 작업 시 옵셋인쇄가능
금박, 은박 같은 박작업이나 형압 및 양장제본같은 후가공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고급인쇄물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리고 자체공장 보유로 소량 뿐만 아니라 300부이상의 대량 교재 및 일반 인쇄물을 이용하실 때도 역시 티북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tbooks.co.kr)
에 접속하여 주문

①담당 디자이너 주문확인
②주문 내용 확인 후 시안
작업 진행

필요한 문서를

필요한 만큼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력량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어 재고가 없는 인쇄로
경제적입니다. 최종 출력까지 편집 및 수정이 용이합니다. 필요한 양을 최
적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폐기 비용이나 공간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비용으로 재고·
폐기 비용 및 공간절감

인쇄 전에 고객님께서 주문
하신 Needs에 맞게 반영되
었는지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인쇄 및 제본진행
고 품질의 인쇄 진행 후 후가
공과 제본을 진행합니다.

5. 검수 및 택배발송
제품이 올바르게 제작이 되
었는 지 확인 후 택배발송합
니다.

비교적 표면이 거칠은 종이에도 선명히 인쇄되며 다양한 후가공으로 경
쟁력있는 완성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작업

다양한 후가공
금박, 은박과 같은
다양한 후가공 방법

인쇄판과 옵셋인쇄기를
이용하여 대량의 작업

Off-set
인쇄

수량이 많은 출판물 제작시 빠른 제작과 권당단가의 인하효과로 인한 경
제적인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양성

필요한 곳에서

대량작업시

■ 경제적 용이성
3. 시안확인

최소의 제작기간 단축
긴급수정 대응

POD
SYSTEM

■ 비용절감

옵셋인쇄의 특징

필요한 때에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과
내용으로 제공

필요한 문서의 내용을 요구되는 품질로 제공합니다. 처음과 끝의 동일한
품질로 일률적인 컬러인쇄는 디지털 인쇄만이 갖는 장점입니다. 정확한
수량 출력에 의한 무재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상 최고의 자료출력이 가
능합니다.

1도(한 색깔) 부터 5도(다섯 가지 색깔) 까지 색을 낼 수 있어 세밀한 부분
까지 깔끔하게 인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n line order 작업 흐름도
2. 시안작업

■ 품질 / 경쟁력

■ 정밀함

TBOOKS작업과정
1. 주문 접수

Company Off-set and Print Service
www.tbooks.co.kr

높은 퀄리티
옵셋인쇄 특유의
시스템으로 높은 퀄리티

다양한 인쇄방법
부분적인 UV인쇄 및
다양한 인쇄방법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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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boo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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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하프톤 화면을 제공합니다.
문서의 창의성과 영향력을 확대하여 100 페이지/분의 최고 정격속
도에서도 보다 높은 가치의 출력물을 제공합니다.

인쇄물 제작 Total솔루션 제공
Tbooks의 Design Service는
학원홍보를 위한 광고, 편집, Visual 디자인등을 제작하는 종합광고 Service입니다.

Nuvera 288

CONSULTING

누구나 만족할만한 이미지 품질, 완벽한 비즈니스
를 위한 시스템

POD 인쇄

최고 속도에서 분당 288매의 양면 이미지 출력
누구나 만족할 만한 이미지 품질.
뛰어난 용지 평탄도/적재 품질

·POD는 Print On Demand 또는 Publish On Demand의 약자로 주문형 인쇄 또는 주문형 출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량 인쇄 및 시간이 촉박한 작업 진행 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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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YK의 잉크를 혼합하여 인쇄하는 방식이며 주로 대량의 인쇄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단이나 책, 포스터등등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며 많은 양의 인쇄물 제작 시 권당단가를 낮출 수 있고 고품질의 인쇄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Hidelberg 5색기

있습니다.

학원교재

개인 출판서적

학원 각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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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ori 2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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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티북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좋은 퀄리티 및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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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7

Good Design, Good Service, Good TBOOKS.
www.tbooks.co.kr

충무로역
1번출구

서울칠레교회

■

TBOOKS 티북스
삼성제일병원

백상

GS25

입니다.
제작에서 출판까지 Tbooks만의
All-in-one Publishing System을 경험해 보세요.
www.tboo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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