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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소박한 꽃이 있었다. 

그는 그 꽃을 주의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꽃은 

겸손하지도 않고 자기의 가시 네 개로 호랑이 

발톱을 당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 그래서 왕자는 

괴로움을 당했다. 별을 

떠나던 날 아침 그는 

자기의 별을 깨끗이 

챙겨 놓았다. 꽃에 고깔을 씌워 

주려고 했을 때도 그 꽃은 자기의 우는 꼴을 

보이지 않으려 거만하게 굴었다. 어린 왕자는 

일거리도 구하고, 무엇을 배우기도 할 목적으로 

여러 소혹성을 찾아 길을 나섰다.

책소개

황량한 사막에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순수한 세계의 고귀함을 

그린 책.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으로 작가의 

인간애와 섬세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사랑,생명,신비의 본질을 망각한 

현대인에게 사랑의 순수한 모습을 

가르치는, 환상과 시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이 책은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 있다. 

01
북커버 디자인

Tool-illust,Photoshop

내용:어린왕자 특유의 포인트만을 살려 
배경은 포토샵.
나머지는 온리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북커버를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요즘 핫한 웹툰을 만화책화하여
만들어봤습니다.전부 일러스트입니다.

글그림 232

YOUNG  COM

로맨스 그런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신개념 개그 로맨스

값12,000원
07810

9 791195 1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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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리플릿 디자인
Tool-illust,Photoshop,In design.

내용:4단리플릿접지
디자인 입니다.
실제 아우디사의
디자인돼있는 리플릿카피
버전으로 모든툴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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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ear idea.

Spectacularly

staged.
현실로 이루어진 명확한 아이디어

Audi TT 시리즈의 전설적인 명성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한층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전
세계 단 500대로 한정 생산된

Audi TTS competitio
n은 현재까지 제작되었던 500,000대의 Audi TTS

가 거둔 성공을 기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Audi Korea
7th Fl.Shinyoung BLDG.,
68-5,Cheongdam-dong,
Gangnam-gu,Seoul,
Korea 135-100
Version: February 2014

Audi TTS competition - 1,085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제원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에 수록된 제품생산
은 인쇄된 것으로 실제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본 인쇄물에 수록된 사진에는  선택사양및 국내 미적용 사양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구입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Audi.co.kr

Audi TTS competition

Vorsprung durch Technik
Audi

Equipment

차체 외부 색상 이몰라 
옐로우,플레인 또는
남버스 그레이,펄 효과

검은색 가죽에 노란색 스티치가 들어간
스티어링휠,기어레버,노브,기어레버 게이터
및 센터 콘솔

정통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다기능D-컷
스포츠 스티어링 휠

5암 로터 디자인의Audi 주조 알루미늄 휠
9Jx19규격,255/35 R 19 타이어*

알루미늄 마운트가 포함된 고정식 대형
리어 스포일러

내부 배지 1of500

옐로우 컬러와 그레이 컬러로 조합된
글로브 타입의 가죽밴드와 옐로우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TTS전용 스포츠
시트

노란색 스티치와 대조를 이루는 스틸
그레이 가죽의 계기 클러스터 커버,도어와
센터 콘솔의 암레스트

후방 주차 시스템

Audi TTS competition  Technical data

Model Audi TTS competition Audi TTS Roadstar competition

차체/Body

전장/전폭/전고(mm)/Length/Width/Height 4198/1842/1345 4198/1842/1350

휠베이스(mm)/Wheel base

윤거 전/후(mm)/Track at fr,/re.

엔진/Engine

엔진형식/Engune type

엔진 배기량(cc)/Displacement

직렬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엔진 직렬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엔진

2468

1984

82.5 x 92.8

9.8

265/6000

35.7/2500-5000 35.7/2500-5000

265/6000

9.8

82.5 x 92.8

1984

1555/1546 1555/1546

2468

보어x스트로크(mm)/Bore x stroke

압축비/Compression

최고 출력(마력/rpm)/Max.power output

최대 토크(kgm/rpm)/Max.torque

구동방식/변속기/Drive/Transmission

구동형식/type of drive 상시4륜 구동(quattro),전자제어 다판 클러치,EDL

맥펄슨 스트럿 방식,알루미늄.피벗베어링,
알루미늄 서브프레임 안티-롤 바 트랙안정화
스티어링 롤 레디어스

독립 쇼크업 소버 4-link 후륜 서스펜션,서브 프레임
알루미늄  휠 캐리어 안티 롤-바

대각선 분할 듀얼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ESP,
유압식 브레이크 어시스트,전,후륜 V-disk

대각선 분할 듀얼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ESP,
유압식 브레이크 어시스트,전,후륜 V-disk

독립 쇼크업 소버 4-link 후륜 서스펜션,서브 프레임
알루미늄  휠 캐리어 안티 롤-바

맥펄슨 스트럿 방식,알루미늄.피벗베어링,
알루미늄 서브프레임 안티-롤 바 트랙안정화
스티어링 롤 레디어스

상시4륜 구동(quattro),전자제어 다판 클러치,EDL

클러치/Clutch 전자식 유압 제어 다판 클러치

9J x 19’’5-암 로터 디자인 알루미늄 휠 9J x 19’’5-암 로터 디자인 알루미늄 휠

6단 S트로닉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

전자식 유압 제어 다판 클러치

변속기/Gear box type

기어비(1-6/R)/Gear ratio
2.923/1.957/1.400/1.032/1.077/0.871/
3.264

4.769/3.444

255/35 R19

250(안전제한속도)

5.2

180 180

9.8(4등급/복합),8.9(도심),11.2(고속도로) 9.8(4등급/복합),8.9(도심),11.2(고속도로)

5.4

250(안전제한속도)

255/35 R19

4.769/3.444

2.923/1.957/1.400/1.032/1.077/0.871/
3.264

최종감속비(1-4/5-6)/Final drive ratio

서스펜션/제동장치(Suspension/Brakes)

전륜 서스펜션/Front suspension

후륜 서스펜션/Rear suspension

제동장치 형식/Brakes

휠/Wheels

타이어/Tyres

동력성능/연료소모율(performance/Consumption)

최고 속도(km/h)/Maximum speed

가속 성능 0-100km/h(초)/Acceleration

연비(km/l)/Fuel consumption

CO2배출량(g/km)/CO2 emission

*제원 및 사양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 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Audi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열정의 표현

매혹적인 모습의 New Audi TTS competition
극적인 스포티함과 트랜드를 선도하는 디자인이
하나의 완벽한 결합체가 되어 우아함과 역동감이
동시에 빛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완벽하게 조각된 듯 전설적인 외관.
스타일아이콘을 기리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변합없이 지켜주고 따르는 것입니다.
Audi TTS competition은 Audi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합니다.완벽하게 일관된
모든 라인과 윤곽이 Audi만의 강력한
자신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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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테일에서 보여지는 Audi만의 디자인

.

모든 커브에 그대로 드러나는
절대적인 매력

Audi TTS competition에 앉아 세련미가 돋보이는 다양한 디자인 기능을 확인하십시오.모든
인테리어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요소가 신중하게 매치되어 있습니다.스틸 그레이의

세련된 가죽 트림은 대조를 이루는 노란색 스티치로 더욱 빛이 납니다.다기능 스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은 세련된 3-스포크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도어 내부에 장착된

배지는 Audi TTS competition 한정판이라는 특별함을 돋보이게 하며 Audi 고유의 진보적인
특징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순수함에도 다양함이 있습니다.진보적이며 동시며 영원하고,기능적이지만

또한 화려합니다.매혹적인 외관과 내부 모두에서 Audi TTS competition의

우아함이 나타나 모든 디테일을 감각적인 경험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최첨단 아마리스 750S 엑시머 레이저

독일Schwindr가 출시한 제7세대
 엑시머레이저 아마리스 레이저는 안전하고 정확한

시력교정술을 선도합니다.
 현존하는 레이저중 가장 빠른 엑시머레이저인 뉴아마리스

750S는 알번 엑시머레이저 속도의
 두배의 가까운 750hz의 레이저 조사 속도로 최소한의

수술시간을 자랑하며,10초 이내의 짧은
 수술시간으로 각막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시력교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정밀하고 작은0.54mm의 슈퍼가우시안 레이저를 사용하여 정교하고 정밀한

시력교정수술이 가능합니다.

NEW 아마리스
750S

가장 빠른 750Hz레이저

가장 작은 빔 사이즈0.54mm

Six Dimensions Eye Traking

Online pachymetry

현존하는 엑시머 레이저 중
가장 빠른 750Hz

기존 레이저로 감지 할수 없는
6차원 안구추적 장치

가장 작고 오차 없는0.54mm레이저
빔 사이즈/듀얼 슈퍼 가우시안 빔

첨단 열 분산 시스템으로
각막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

아마리스750S 라식이란?

아마리스라식은 독일 슈빈트사가 출시한 
7세대 엑시머 레이저인  
SCHWIND AMARIS Laser로 
시술하는 최첨단 프리미엄 라식수술입니다.

아마리스 750 올레이저 라섹과 기존 라섹 비교

원 장 이 효

TEL 042-486-5050

TEL 042-486-5050

e-mail cty5708@hotmail.com

e-mail cty5708@hotmail.co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동 1109번지 DS클리닉 9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동 1109번지 DS클리닉 9층

진료시간

평일      am 09 : 00 ~ pm 07 : 00

토요일   am 09 : 00 ~ pm 05 : 00

일요일               휴무 

공휴일  am 09 : 00 ~ pm 12 : 00

점심시간 pm 01 : 00 ~ pm 02 : 00

시력교정

백내장

노안

망막

안성형

경성큰마을 사거리

sk주유소 눈빛안과

굿모닝어학원오라클빌딩

둔산한방병원 메르하우젠

Membership card

※본 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카드등록후 사용가능 하십니다.
※본 카드는 발급받은 본인 및 등록사용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양도.대여불가)
※본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멤버스 전용카드입니다.
※신상정보 변경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카드의 분실, 훼손시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라식라섹 추가할인

20만원할인

당일,동반수술시

영화티켓2장
자가혈청or양막무료

Movie
부모님 안종합검진

무료지원!

라식라섹 정밀검사

50가지 검사무료!

CUSTOMER CENTER 1577-5052

눈빛안과만의
평생보장제도!

시력교정술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
안전한 시력교정수술
실천하겠습니다.

GRAND OPENGRAND OPEN
눈빛안과 확장이전눈빛안과 확장이전눈빛안과 확장이전 400평 규모 최신설비400평 규모 최신설비

눈빛 고객상담전화

1577-5052

03 종합 디자인

Tool-illust,Photoshop

내용:전단지,포스터,명함,회원카드,현수막,
5종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 병원만의 특별함과 색감을 생각하고
문구와.컬러의 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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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완무 둘이면,
인터넷 무료! 데이터도 두배!

LTE 완전무한 2명이면,인터넷이 공짜! 데이터도 2배~

올레
All-IP
올라잇

우리 가족의 LTE 사용 대수/요금제에 따라 인터넷을 무료 또는 반값에
제공하는 결합상품

인터넷 반값

완전무한67이상 2명 LTE 340 이상 3명 LTE 340 이상 2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 무료

1대1대 1대
2대

세계 초소형 초슬림 디자인

바로 정수해서 바로 마시는

진짜 초소형 정수기란?
정수기의 가로크기는 기본!
냄비를 놓아도 여유 있는 세로(깊이)크기와

주방의 수납장에 걸리지 않는 높이까지!

신선한 무한직수방식

필요할 때마다 물을 바로 정수하는 

직수방식으로 위생 걱정 없이 언제나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방공간에 여유를 주는
진짜 초소형 얼음정수기 한뼘ice를 만나보세요!

물탱크/유로 살균케어 서비스

스페셜케어 서비스

초소형의얼음의기준을담다

Only

Only

고객에 대한 의리고객에 대한 의리
가격에 대한 의리가격에 대한 의리

몽땅 할인해주 으리몽땅 할인해주 으리

의리의리!!

04 광고 디자인

Tool-illust,Photoshop

내용:정수기광고와 핸드폰광고입니다
핸드폰광고는 그 시대 그 시간에 대세
였던 연예인들을 베이스삼아 만들었고
정수기광고는 시원함과 심플함을
생각하여 블루와 화이트계열로
조잡하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9 10



05 패키지 디자인

   

Tool-illust,Photoshop

내용:캐릭터패키지디자인으로서
인기캐릭터인 피카츄를 그려넣었습니다.
설계는 1mm의 오차없이 절개선과
접는선의 여유분까지 계산하여 
작업했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전부 조립했을때 이미지를 
시뮬레이션 한것입니다.

¨ Ï    

534637484

값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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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브로슈어 디자인

Tool-In design.

내용:크로아티아 여행에
대한 브로슈어로 가이드
느낌이나는 책을 만들었고
페이지량이 많아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넣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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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everything.

괜찮은
예비 신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