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도 차별화 된 졸업앨범으로 우리 유치원의 경쟁력을 높여 주세요

퍼블로그 졸업 포토북 
8x8 포토북 ㅣ 12,844원 최저가보상

( 할인폭 최대 적용시 )

특별선물!!   www.publog.co.kr  

한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무료 포토북 쿠폰  &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2013
 · 졸업,입학,생일파티등 아이들의 개성만큼 다양한 테마구성

 · 단체주문시, 상품 복사 기능으로 개인 맞춤형 앨범제작이 가능합니다.

 · 간단히 사진만 넣거나 전체 페이지를 DIY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상장이나 편지를 넣을 수 있는 레이아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책등에도 제목을 입력해 넣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로고만 노출. 제작 사이트 로고는 숨길 수 있습니다.

 ·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특징

교외

활동

글쓰기
꾸미기

견고한
하드커버

교내

활동



2013
5년 연속 디지털 어워드 1위 수상

2017년 졸업앨범 포토북 

사진
위치/개수
자유편집

www.publog.co.kr

다문화
디자인

맞춤
제작



튼튼한 하드커버 포토북 만족도가 높아요.

4배 강한 강력 제본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쓴  
꼼꼼한 마무리 
커버와 내지의 부착면도 꼼꼼하고, 

깔끔하게 처리 되어 좋습니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자사 기존 제품 대비 2~4배 제본력이 강력합니다. 

제본 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

제본 부위가 깔끔하게 연결되며

사진연결 부위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활짝 펼침에 유리 합니다.

인기사이즈 ㅣ 8x8 inch

휨 없는 MDF 보드로 강한 내구성과 변색 없는 무광으로 코팅 처리하여 오염에 강한 포토북 입니다.

· 8x8 inch   l  12,844원 (18,900원)          · 10x10inch  l  20,368원 (26,800원)

· 8x11inch  l  15,808원 (20,800원)          · 12x12inch  l  23,864원 (31,400원)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쉽고, 빠르게!

내 폰에 있는 사진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퍼블로그 모바일 앱

쉽고, 더 편리하게! 복사 기능 이용하기 
대표 졸업앨범 1권을 제작하여 장바구니에 담은 뒤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인원수 만큼 앨범을 만들어주세요. 

복사한 졸업앨범에 각각 아이에게 맞는 이름과 사진을 넣으면 손쉽게 개인 졸업앨범 완성!

1권 완성 후 [복사]



15,808원 (19.5x27cm)

12,844원 (20x20cm)

기본 24P ~ 최대 100P 제작 가능
2P(1장) 추가 시 1,000원 (유광/무광)  1,200원(프리미엄) * 기업회원가

(본 이미지는 실제 졸업앨범과 동일한 크기 입니다.)

상기 사이즈 외 12x12(30.5cmX30.5cm) 사이즈도 선택가능합니다.

 8x11inch (A4) 

 8x8 inch (인기상품)



 8x11inch (A4) 

 10x10 inch 

20,368원 (25x25cm)

(인기상품)

포토북 전용 무광, 유광, 프리미엄 용지
3가지의 용지를 선택하여 포토북을 만들어 보세요.

유광, 무광, 프리미엄의 최고급 용지를 엄선하여 책넘김이 좋고 오래 보관 합니다.

좋은 색감으로 졸업포토북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인텔리전트 컬러 시스템

고감도 프리미엄

선명한 유광

은은한 무광

(보정 전) (ICS 적용 후)



퍼블로그의 특별함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더욱 특별하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선생님께 추천!

합리적 가격 최고의 품질 

8x8 하드커버 -> 12,844원

(할인폭 최대치 적용시)

3만원 이상

오늘구매하면 내일 도착!

서울지역 직배송 시스템

품질보증 환불제도

마음에 들지 않을시

100% 환불보장

공공기관 행정 맞춤

사이버머니 선충전 ㅣ 후결제 가능

예산에 맞는 결제방식



퍼블로그의 특별함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더욱 특별하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선생님께 추천!

제작업체 노출없이

맞춤 졸업앨범 만들기!

우리 유치원 로고 넣기

마이 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간편 서류 발급 서비스

1:1 상담 서비스  ㅣ 대량 주문, 서류발급, 무료 샘플, 공공기관 행정에 맞는 결제방식

지금 전화, 이메일, 사이트에서 문의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 이재영 팀장 

e-mail : lionheart@publog.co.kr 

TEL : 070-8667-4931 ㅣ FAX : 02-6052-2004

언제든지 상담 하세요!

대량 구매 문의 서류 발급 신청샘플 신청



퍼블로그가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THANK YOU! 한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졸업앨범]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벤트 참가문의 : 1544-4745 

GIFT  EVENT

본 우편물을 받으신 선생님께만 드리는 행운!

8x8 하드커버
포토북 무료 쿠폰

우편물 수령시!



THANK YOU! 한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www.publog.co.kr

미리 준비하고 받는 특별한 행운! 졸업 포토북 받으신 후 잊지마세요!

구매 금액의 10%
백화점 상품권 증정

무료 예약시! 상품 수령 후!

생활 방수 
네임스티커 무료 증정

판매가 1,980원

퍼블로그



우리 아이들의 졸업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퍼블로그 졸업앨범/ 유치원몰 



퍼블로그 졸업앨범/ 유치원몰 

 · 다양한 형태의 포토북으로 주문 할 수 있는 디카 앨범북, 프로포토북

 · 졸업을 축하하며 기념 선물로 좋은 졸업증서와 포토액자

 · 입학/ 졸업등 추억의 선물로 좋은 포토 달력

 · 행사/ 활동 사진을 담아 학부모님에게 배포할 수 있는 포토팩

 ·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사진인화

 · 아이들의 원내/ 원외 활동을 크게 담을 수 있는 대형출력

다양한 상품군



180도 펼쳐짐

제본 된 부분에 펼침성을 위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라운드 커팅

5x7 , 6x6,  8x8inch  ㅣ 인화방식  ㅣ 10,900원~ 

기본 16p ~최대 80p

최고급 사진인화지를 서로 부착하여 1.5mm의 두깨감있는

내지로 제작되며, 사진인화 특유의 색감과 보존력이 장점이며, 

은은한 코팅이 더욱 고급스러움을 만들어 냅니다.

디카 앨범북



프로 포토북

12x12, 14x11inch ㅣ 인디고 인쇄방식 ㅣ 유명스튜디오 동일 커버 

69,000원~ ㅣ 기본 30p ~ 최대 80p

강남 유명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졸업 프로 포토북 입니다.  색감이 은은하게 살아나는 전용지와 

고급 원재료를 사용하여  40년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고급 전용 케이스가 함께 합니다.

북스미스 프로포토북 전용지

사용으로 색감이 선명합니다

첫 페이지는 트레팔지로 마감하여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클래식 스타일 내지는 두껍고
단단합니다.슬림 스타일 내지는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8x8, 10x10inch  ㅣ 인디고 인쇄방식  ㅣ 수성코팅 ㅣ 54,900원~ ㅣ 기본 20p ~ 40p 

졸업압축앨범
화사한 느낌의 프리미엄 유광용지를 사용하여 선명도를 높이고

다시 수성코팅 처리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내지 사이에 PVC를 넣어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포토액자
학사모 개인컷을 액자로 선물하세요.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액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업식 인기상품

증서류
개인 맞춤으로 만드는 신선한 졸업장 

격려의 한마디를 담아 아이와 부모님에게

더 뜻 깊은 감동을 선물하세요.

전용 케이스나 액자에 넣어 함께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토팩
아이들의 1년을 40장의 사진에 담아보세요. 

전용 틴케이스로 오랫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포토달력
유치원,어린이집만의 행사 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1년을 준비하세요!



사진인화
가격은 국내최저! 품질은 국내최고!
밝고 선명하게, 후지필름 QPDP정품 인화지로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추억을 간직하세요.

아이들의 원내/ 원외 활동을 크게 담아보세요.

선명한 인쇄와 손 글씨 아이콘으로 차별화 된 사진이 완성됩니다.

대형출력

3x5 l 68원,    4x6 l 98원

A1 19,800원   ㅣ  A2 9,800원  ㅣ  A3 7,200원



" 주문 후  1일 이내 제작완료 "

24시간 제작 공정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졸업시즌 주문량 폭주로 일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번개배송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3만원 이상 구매 시 서울지역 무료배송 

믿을 수 있는 1박2일 배송
3만원 미만 고객 & 서울 외 지역 

주문 l 서류발급 문의 : 이재영 팀장

e-mail : lionheart@publog.co.kr

무료 샘플신청 : 오은영 대리

e-mail : miton05@publog.co.kr

TEL : 070-8667-4931

FAX : 02-6052-2004

TEL : 02-1544-4631

FAX : 02-6052-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