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명 함  

BETTER.copy. 사용 지류

랑데뷰 (190g, 210g, 240g)
질감이 조금 있으며, 인쇄성과 건조성이 좋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마쉬멜로우 (186g, 209g)
실크처럼 매끄럽고 표면이 부드러워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스타화이트 (216g, 297g)
깨끗한 느낌의 백색도를 가지며 매끄러운 감촉이 뛰어납니다.

반누보 (227g, 250g, 273g)
탄력과 쿠션감이 뛰어나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프리미엄 고급 용지입니다.

썬샤인 (300g, 340g)
매끄럽고 부드러운 벨벳느낌을 주는 고급 켄트지입니다.

자주 쓰는 지류

몽블랑 210g, 240g
젠틀페이스 203g

슈퍼파인 216g
문켄디자인 240g

베스트메트256g
엑스트라메트 250g

그 외

스타드림(쿼츠) 240g
컨셉(블루펄) 250g
팝셋(C01, 화이트펄) 240g

펄감이 있는 지류

린넨커버 216g
리브스디자인 250g

무늬가 있는 지류

인바이러먼트 216g C08

친환경 재생지

베어베터는 다양한 질감 및 선명한 색상이 표현 될 수 있는 고급 수입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류를 원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협의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2)  제 본  

자주 쓰는 지류

밀크지
모조
미색모조
스노우
모조

80 g/m2
80 g/m2 
80 g/m2
250 g/m2
180 g/m2 

A4사이즈와 A3사이즈로 사용되는 기본종이입니다.
밀크지에 비해 미색 기운이 감도는 용지입니다.
모조80g 보다 더 미색을 띄는 용지입니다.
책표지 및 A3사이즈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상장, 두꺼운 전단지 등에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BETTER.copy. 제본 종류

무선제본은 일반적인 책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본입니다. 
두꺼운 표지용지와 얇은 내지용지를 제본풀을 녹여 붙이는 제본입니다. 
ex) 교육교재, 도서 등 질감이 조금 있으며, 인쇄성과 건조성이 좋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무선제본

와이어제본은 원고에 구멍을 뚫어 구멍의 사이 사이로 와이어를 끼워 연결하는 제본입니다.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투명한 PVC표지로 마감합니다. 
ex) 연습장, 스프링노트, 회사소개서 등

와이어제본

중철제본은 제본하고자 하는 2장 이상의 종이를 겹쳐서 반으로 접은 후, 
그 가운데의 접은 선 상에 스테이플러로 철심을 박아 제본하는 형식입니다. 
ex) 카탈로그, 팜플렛 등

중철제본

떡제본은 100장 이상의 원고 위쪽 책등 부분에 풀을 칠하여 제본하는 형식입니다. 
따로 표지는 없으며 한 장씩 떼어 쓰기 용이한 형태의 제본입니다. 
ex) 서식지, 동의서 등

떡제본

바인더는 크게 3공 및 2공의 형태로 나뉘는데, 3공 바인더의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고주파로 제작된 기성 바인더를 사용하여 원고에 3공 펀칭 작업 후 끼워 넣는 형태입니다. 
ex) 의료바인더, 다이어리 등

바인더

베어베터는 인쇄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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