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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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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co.,ltd
www.hsp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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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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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30년 쌓아 올린 인쇄퀄리티
그 기술 속에 ‘효성인쇄사’가 있습니다
효성인쇄사는 급변하는 인쇄산업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쇄문화를 선도해 온 기업입니다.
이러한 효성인쇄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획 디자인부터 인쇄 제작 및 납품, 망점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최고의 품질을 통해 인쇄문화의 신뢰와 가치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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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효성인쇄사는 지난 30년 동안 인쇄사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시작하여
품질관리에 힘쓰고, 고객에겐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성인쇄사 임직원들에겐 자부심을 부여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인쇄의 수출 물량까지 소화하게 된
저희 효성인쇄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인력들이 역량을 적극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효성인쇄사는 인쇄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고객을 위해 아날로그적 인쇄 속에 트랜디한 IT를 접목하는 서비스까지 하게
된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효성인쇄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영역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먼 미래에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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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순

Hyosung Printing Co.,ltd.

History
1986 -

1999
창업과 개척

1986. 10

고모리 리스롱2색으로 창립

1988. 10

고모리 리스롱2, 로랜드 REKORD 4색으로 확장 이전

1992. 10

고모리 리스롱2색, 아끼야마 BESTECH40 4색 / 5색 1대
스탈T36 접지기(스탠드형)로 확장 이전

1999. 08

아끼야마 BESTECH40 4색 2대, 5색 1대, 스탈T36 접지기(스탠드형)
스탈TD66 접지기(라운드식)로 확장 이전

2000 -

2010
제2의도약

2010 -

2020
변화와 혁신

2000. 05

스탈TD66 접지기(라운드식), 뮬러마티니 부라보 중철기 설비 추가

2002. 01

로랜드 4색 설비 추가

2002. 03

납세부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03. 06

스탈TD66 접지기(라운드식) 설비 추가

2004. 10

미쯔비시 5색 설비 도입

2004. 11

CTP 외 Prepress 시설 도입

2005. 07

미쯔비시 5색 설비 추가 도입

2010. 10

FSC인증(친환경인증)

2012. 08

미쯔비시 5색 설비 추가 도입(로랜도4색과 교체)

2012. 08

디지털 칼라프린터 Bizhub Press C7000 시설 도입

2013. 01

디지털 흑백프린터 Bizhub Pro 1200 시설 도입

2013. 11

라미네이팅기 시설 도입

2015. 09

MCCS 시설 도입(칼라 제어장치)

2015. 09

V3000 5색 인쇄 설비 교체

2016. 07

인쇄 시 사용되는 알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알콜시스템으로
인쇄기술력을 향상, 친환경 작업환경 조성

2019. 10

RMGT 10 5색 인쇄 설비 교체

2019. 11

캐나다 벤쿠버 한인장터 2만부 제작으로 수출 개시
앱북 사업부 신설

2020. 01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전담부서 인증

2020. 03

ISO9001 인증 획득

2020. 03

하이서울브랜드 인증 획득

2020. 06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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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Partnership for
Success
고객의 성공을 기원하는
효성인쇄사
효성인쇄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상품의 질이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단기적인 서비스는 물론 장기적인 기술 향상을 추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매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그 노하우가 단연 으뜸인 회사입니다.
효성인쇄사는 업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영업부서의 역량 강화는 물론 최신 Digital System을 중심으로, 높은 품질의 인쇄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드립니다.
기업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원하신다면 보다 확실한 프로세스의
효성인쇄사와 협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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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ess
디지털 시대가 원하는 인쇄환경이 되었습니다.
인쇄업계에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한 뛰어난 기술과 생산성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효성인쇄사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부합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수작업의
방식은 물론 최첨단 공정관리 및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프리프레스(모든 그래픽데이터 처리)를
시스템화하여 크리에이티브를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Creation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이르는 모든 디자인을 위해 기획하고 이 모든 활동을 좀 더 아름답고 활력
있게 이루고자 하는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모인 효성인쇄사는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적
디자인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부족한 2%를 효성인쇄사에서 채우십시오.
100%의 크리에이티브에 2%를 더하여 완벽을 넘어선 창조를 위해 효성인쇄사는 보다 도전적인
정신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습니다.

Trust
20년 이상 경력의 인쇄 마스터들이 인쇄공정 전 과정에 투입되어 인쇄가 나오기까지의 리스크를
줄이고 교정까지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효성인쇄사는 최고의 인쇄 프로세스를 위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해 완벽한 인쇄생산을 추구하며, 세계화에 발맞춰 최고경영에 도전합니다.
저희 효성인쇄사는‘변화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라는 정신 아래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05

TOTAL PRINTING SERVICE

디자인과 인쇄와의 인프라를

연결하다!
효성인쇄사는
디자인과 인쇄 제작물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연결하는 인쇄산업의 플랫폼을 추구합니다.

06

Hyosung Printing Co.,ltd.

효성 인쇄토탈서비스

Total Printing
Service

프리프레스 출력(CTP)

PrePress(CTP)
Offset Printing
Digital Printing
Binding
Delivery

옵셋인쇄
디지털인쇄
제본
물류관리

인쇄시스템을

인쇄토탈서비스의 미래가

혁신하다!

시작되다!

효성인쇄사는
최신인쇄시설 및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하여 월드클래스
인쇄퀄리티를 구현합니다.

효성인쇄사는
인쇄산업을 넘어 다변화하는 정보미디어 환경을
대비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미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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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PRINTING

품질과 신뢰의 라인업
Offset인쇄시스템
효성인쇄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쇄기는 MITSUBISHI사의
RMGT 1020-5외 5색 3대로, 대량의 인쇄물을 동시에
생산 가능하며 기본적인 4원색과 별색 1도를 추가한 5칼라 인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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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속도 : 16,000 장/시간(sph)

V3000

최대용지크기 : 740X1,020mm(740X1,040mm 종이 통과 가능)
최소용지크기 : 360X540mm
종이두께 : 0.04-0.6mm
최대인쇄면적 : 730X1,020mm

RMGT 1020-5
인쇄속도 : 16,000 장/시간(sph)
최대용지크기 : 720X1,020mm(740X1,040mm 종이 통과 가능)
최소용지크기 : 360X540mm
종이두께 : 0.04-0.6mm
최대인쇄면적 : 710X1,0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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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RINTING

신속하고 편리한
디지털 인쇄시스템
인쇄 전 교정용 인쇄물 제작 또는 소량의 인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쇄시스템입니다.

C7000
•원색 디지털 인쇄기
•적재 : 2,500매
•급지장치 : 6,000매
•급지용 히터 및 제습장치
•용지 휨 제거 장치, 농도 보정장치

PRO 1200
•모노 디지털 인쇄기
•시스템 인쇄 출력기 (120매/분)
•에어급지식 대용량 카세트 (5,000매)
•제습장치
•컬방지 기능

10

Hyosung Printing Co.,ltd.

인쇄퀄리티의 시작
PrePress 프리프레스
디지털 시대가 원하는 인쇄환경이 되었습니다.
인쇄업계에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한 뛰어난 기술과 생산성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효성인쇄사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부합니다. 수작업의 방식은 물론
최첨단 공정관리 및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프리프레스(모든 그래픽데이터 처리)를
시스템화하여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PlateRite HD 8900 Series
•출력방식 : 외면 드럼 방식
•광원 : 64 Channel Infrared LD
•감재 Size : 최대 940 X 1160mm / 최소 450 X 370mm
•노광 Size : 최대 924 X 1160mm / 최소 450 X 354mm
•감재두께 : 0.15~0.3mm(0.4mm 옵션)
•출력속도 : 33판(E) / 43판(S) / 67판(Z) @2400dpi

CTP System의 장점
•고화질의 세밀한 망점 구현으로 인쇄의 고품질 보장
•필름 없이 인쇄판에 직접 노광시켜 바로 인쇄 가능
•기존 필름 출력의 공정이 없어짐으로 시간단축
•대량인쇄 시 비용절감으로 경제적인 효과
•인쇄의 고품질 보장
•완벽한 데이터의 시스템화

제작

DATA 확인 수정, 편집

Digital Printing 교정

CTP출력(검판)

간이 교정

인디고 교정용 출력

본인쇄

DATA 입고
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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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SYSTEM

최상의 품질을 완성하는
제본 시스템
접지 : Stahal T66 대국전 라운드형 1대
Stahal T36 대국전 스탠드형 2대

재단기 : 폴라 115모델 4x6
트윈링제본 외 : 타공, 트윈링, 바인더, 미싱, 아일렛작업, 수작업 일체

중철제본 : MULLER Prima Plus형 6+1콤마
라미네이팅 : EUROLAM III-540 G10P 1대

접지

Stahal TD 66
TD 66은 라운드형 접지기로 시간당 12,000부의
접지가 가능하며, 동종 접지기 3대의 동시 작업으로
대량인쇄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중철

BRAVO Plus

스위스 뮬러마티니 중철기(모델명 BRAVO Plus)는 시간당 11,000부의 중철제본이 가능합니다.
두판걸이 재단칼을 이용한 소형 책자의 제본, 책등쪽에 고리를 형성하는 고리중철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아용 교재에 적합한 안전중철, 안전을 위해 책 한가운데에 철사 박음부분을 둥글게 마무리
하는 안전중철제본(제조물책임법, 일명 PL법에 부합하는 안전한 중철제본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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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팅

EUROLAM III-540 G10P
Laminating Speed : 30m/min
Max Laminating Size : 545*788
Min Laminating Size : 210*250
사용용도 : Off-set(국반절),Digital Print

재단

115
재단폭 : 115 cm/45 ¼"
재단두께 : 16.5 cm/6 ½"
파일깊이 : 115 cm/45 ¼"
프로그램 메모리 : 198 programs, 12928 steps
클램핑 압력 : 150-4500 daN / 330-9920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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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Best Creative
효성인쇄사는 대한항공 기내지인 모닝캄(Morning Calm)과 카렌다 및 기내메뉴북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브로슈어와 월간지, 단행본 등을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고급인쇄는 물론 다품종 소량의 제품도 효성만의 기술력으로 신속 정확하게 제작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 탁상 표지 국내 20
2019.11.18
탁상 표지 09:22
국내 2019.11.18
AM 페이지109:22
MAC3
AM 2400DPI
페이지1 175LPI
MAC3 2400DPI 175LPI

매거진

magaJin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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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artner

FOLIO
15

PORTFOLIO

효성인쇄사는 단순한 고객만족의 차원을 넘어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January 2019

February 2019

March 2019

3월 13일

‹Bach: Violin Sonata No.1 in g minor, Adagio›
‹살풀이춤›

이유진

3월 16일

‹靑衣동자.. 안위를 묻다›

김동현

정민근

3월 17일

유성호

‹도깨비 춤›

김초롱

‹백조의 호수› 중 흑조 파드되
3월 18일

3월 19일

김석주, 김민영

‹Bela Kovacs: Hommage a Bach›
‹채상 설장고›

오세연

3월 23일

2020 / JULY / Vol.423

3월 24일

3월 25일

편다인

‹그 사이의 얇은 선(線)›

김성민

‹원장현류 대금산조›

이기수

‹Schumann: Adagio and Allegro, Op. 70›
‹에스메랄다› 중 솔로

이하영

이은수

‹Essential Emotion›

윤나라, 한대교

아쟁 독주를 위한 ‹여백2-번짐›

남성훈

‹F. Schubert: Arpeggione Sonata in a minor›
‹피에타›

차연화

장지민

SUPREME
COURT
OF KOREA
일
독주 해금과 타악을 위한 ‹마른 비나리› 중 2장
3월 26

김유나

‹파키타› 파드되

3월 27일

3월 30일

최솔지, 정은준

‹Chopin Nocturne in c minor, Op.48 No.1›

선율

‹무산향›

조은서

‹돈키호테› 중 키트리 솔로

황수진

거문고와 장구를 위한 ‹도솔천›

3월 31일

공성연

이준수

네이버 TV ‘한예종 예술극장’ https://tv.naver.com/karts

•
•

바이올린

•
•

한국무용

•
•

타악

전통무용

피아노

발레
클라리넷
장구

•
•

플루트

•
•

대금

•
•

발레

전통무용

현대무용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활기를 찾을 그날을 꿈꿉니다

덕수궁

첼로

•
•

현대무용

•
•

비올라

아쟁

김영미

한국무용

07
•
•

발레

가야금

•
•
•

마림바
발레

A┃편집실

02

갈라지고 합쳐지는 A들에 관하여┃진솔
진실을 말하는 무량∞의 방법┃김수림

08

뭣이 중하냐 묻거든┃이상현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교사용

융합도 분리도 아닌, 그 사이에서•심광현┃권태현

16

마음 깊이 남을 소리를 위하여•손민수┃윤해인

20

대수롭지 않게 보일 용기•이하준┃신기철

24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ARTISTS
12

19. 7. 17. 오후 8:26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 t.02-970-5051~4 f.02-3399-2844
입학사정단 t.02-970-5003~5008, 5861~5864 f.02-970-5951
admission.swu.ac.kr

바다에 앉아서 사막을 생각하기┃김수림

06

SEOUL WOMEN'S UNIVERSITY

우리의 일상은 예술이 되어간다•강봉성 권화평 이선진 전보름┃김연주
PHOTO ESSAY

28

‹blind›┃박지혜
VIEW

30
32
34
36

두 세계의 틈새에서┃김명진
결혼, 그런데 말입니다┃전하림
간극의 기운┃서태리
응모는 우편 접수가 원칙입니다┃송원재
CLASS

38

혼란과 균열을 함께 맞이할 준비┃황은율
NEWS

해금

발레

•
•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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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피아노
•
2020 / JULY
전통무용
•
Vol.423

공영은

‹Land›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3막 그랑파드되
‹La serenata›, 오페라 Tosca 중 ‹Vissi d'arte Vissi d'amore›

피아노

19. 6. 14. 오후 2:31

K-ARTS MAGAZINE 33

SPRING 2020

법원사람들

판소리

•
•

추민경

위연승

‹춘앵전›
‹Steve Barakatt: Rainbow Bridge›

3월 20일

•
•

가야금

교사용

무선 비상벨

김나니

‹Schumann Romance, Op.28, No.2›

Wisenet7 탑재 카메라
PTZ PLUS 카메라
TTA 인증 2MP IR 카메라
PTZ 카메라 실내용 하우징

미국 커클랜드 홈데코
미국 윌슨 은행

리테일 인사이트 2.0
베트남 이니스프리 설치

박재홍

현대무용

K-ARTS MAGAZINE 33

프로젝트 사례

PoE 익스텐더 카메라
4K PoE 네트워크 저장장치

‹Widmung› (헌정)
단가 ‹사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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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김해숙, 유경화
이윤주

19. 5. 16. 오후 9:27

SUMMER 2020

30주년 기념 임직원 인터뷰

Wisenet P 4K AI 카메라

한화테크윈
베트남 프로젝트 사례

SUMMER 2020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The long-cherished desire› (염원)

통권 제200호 / 제291회·제292회 임시회

한화테크윈 소식

이달의 신제품

30년의 역사 그리고
내일을 여는 7가지 혁신

000-000 cover_f_06.indd 1

모바일에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달의 신제품

한화테크윈 30주년

19. 4. 16. 오후 7:56

통권 제200호 / 제291회 임시회(2.21.~3.6.)
제292회 임시회(3.23.~3.24.)

3월 12일

와이즈넷 가이드 ISSUE 02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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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AUGUST 2019

K-ARTS EVENT

3월 11일

Hanwha-Security.com

Hanwha-Security.com

19. 3. 15. 오후 7:44

코로나-19 극복 K-Arts 온라인 희망콘서트

와이즈넷 가이드 ISSUE 04

와이즈넷 가이드 ISSU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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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사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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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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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9

07 |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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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19

05 |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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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9

40

K-Arts News

42

K-Arts Digest

43

Alter Egos ┃Jeon Nahyoung

성악

소통과 배려로 이루어가는 문화

유튜브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TV’ https://www.youtube.com/user/KARTSPR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전시
‹202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전시회›

갤러리175

3월 24일 ~ 5월 2일

‹마음의 흐름›

아트선재센터

3월 28일 ~ 4월 18일

‹비협조적 블루›

3월 4일 ~ 5월 3일

한화테크윈 최초 CCTV 카메라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플레이스막2

월간 <법원사람들>을

From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미술원
남화연

•

박형지

•

무료 관람

Tel. 02 970 5003~8, 5861~4
www.swu.ac.kr
본 책자는 교육부 주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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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마음의 흐름» 설치전경, 사진: 김익현

2020-04-02

2020-04-08 오후 8:50:28

오후 4:08:40

2020-06-26 오전 10:46:16

Providing Quality and Reliability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아플 때 치료지원까지
교보생명 헬스케어서비스로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생명보험부문 최우수회사 선정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금융감독원장 표창

2020

Management Transparency Awards
Grand Prize

Korean Sustainability Index
2019 지속가능성지수(KSI) 10년 연속 1위

2016 경제 5단체 선정 투명경영대상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내 최고 신용등급 획득

<건강관리정보>

세법해설집
이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은행상품과 달리 위험보장을 해드리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피보험자(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시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 등 개정시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kr) 또는 콜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만일 저희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등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은 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또는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꿈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www.kyobo.co.kr

모바일 홈페이지

교보생명 홈페이지 「나의 계약」

계약사항 조회, 계약변경, 보험료 입금, 주소/연락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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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교보생명
무배당
평생든든서비스

미리보는내연금

교보
내생애맞춤건강보험

교보뉴플랜연금보험

교보변액연금보험

갱신형
고객님과 맺은 소중한 인연, 평생 든든하게 지켜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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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확정형
중대한더욱
질병보장
전환설계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작은 소리도 새겨 듣겠습니다!

m.kyobo.co.kr

636-469

발행처 |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KYOBO HEALTH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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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생활

내연금(2종합대)-표지홍각

교보생명 VIP고객님을 위한 2020 세법해설집

교보헬스케어서비스

소비자중심경영(CCM)
2019 명예의 전당 선정

하이브리드변액+미리보는

교보생명 FP가 전해드리는 2020 건강제안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헌정

<건강관리정보>

교보생명

슬기로운 건강생활
교보생명 VIP고객님을 위한

슬기로운 건강생활 < 건 강 관 리 정 보 >

광화문글판 시선집

소중히 여기는 당신께
시의 향기를 전합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모든 순간이 꽃 봉오리인 것을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실적배당종신연금

장기유지혜택

언제 어디서나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

금리연동형

작은 소리도 새겨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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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BO LIFE INSURANCE ANNUITY

상품개정

고객보장최적화서비스입니다.
달라진 상황/니즈에 맞는 보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객님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험가입 이후

Process
Cyan -03/31/2020
Magenta
Yellow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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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renders a fairy-taleish daily life of families.

This calendar is
made from
certifi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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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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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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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ir families with a calm smile on their faces,

Hong Bitna.

m.kyobo.co.kr

계약사항 조회, 계약변경, 보험료 입금, 주소/연락처 변경,
지점찾기, 보험계약대출/상환 등 보험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and you will smile too before you know it.

You can check

금리확정형
전용 언제 어디서나암보장
더욱 빠르고장애인
편리하게

보험상담 및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 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할 때에도
콜센터 또는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ake a look art pieces that portrays people spending time

the works of
the author

교보
곰두리보장보험

평생든든서비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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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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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국가

타입

설명

35,000

레드

매년 높은 ROBERT PARKER 점수를 받는 남부론의 다크호스

몬테 안티코

38,000

이태리

레드

슈퍼 토스카나 와인의 정수

지아코모 페노키오 네비올로 랑게

46,000

이태리

레드

2018 대한민국 주류대상 레드 와인 부문 BEST OF THE BEST 수상

마이클 몬다비 패밀리 스펠바운드 까베르네 쇼비뇽

55,000

미국

레드

로버트 몬다비 아들의 스펠바운드 대표 와인

000-000 cover_f_11 4벌.indd 1

WA20-11
WA20-12

레 펠레린 드 라퐁 로쉐

67,000

프랑스

프랑스

레드

당도

탄닌

MICHAEL MONDAVI FAMILY SPELLBOUND CABERNET SAUVIGNON

산도

우니꼬 산지오베제 리제르바
UNICO SANGIOVESE RISERVA

레드

ROBERT PARKER 90점

166,000

이태리

레드

ROBERT PARKER 93점, WINE SPECTATOR 91점

35,000

스페인

레드

IWC 2017 BRONZE 수상

WA20-29

보데가스 무가 블랑코

39,000

스페인

화이트

44,000

뉴질랜드

레드

2016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선정

레드

WINE SPECTATOR 92점

레드

‘베이비 바롤로’라는 애칭으로 불리움

WA20-30

머드 하우스 피노 누아
산펠리체 벨야하 볼게리

49,000

이태리

미켈레 끼아를로 랑게 네비올로 일 프린시페

50,000

이태리

WA20-33

더 샤도 프로젝트

53,000

미국

화이트

WA20-34

라 후가 로쏘 디 몬탈치노

57,000

이태리

레드

DECANTER 88점, JAMES SUCKLING 85점

이태리

당도

보테가 피노 그리지오 DOC

탄닌

WA20-35

산 폴로 고베르노

레드

감베로 로쏘에서 29번 만점 수상

브레드 앤 버터 피노 누아

63,000

미국

레드

프리미엄 피노 누아

알레그리니 팔라쪼 델라 토레

70,000

이태리

레드

2010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선정

차크라 바르다

71,000

아르헨티나

레드

JAMES SUCKLING 94점

WA20-39

페라톤 샤또 네프 뒤 파프 르 파비

78,000

프랑스

레드

ROBERT PARKER 91점

WA20-40

샤또 데스미레이 2015

95,000

프랑스

레드

ROBERT PARKER 92점, WINE SPECTATOR 91점

WA20-12

LES PELERINS DE LAFON ROCHET

67,000원

보르도 그랑크뤼 4등급인 샤또 라퐁로쉐의 세컨와인으로 긴 여운이 일품

WA20-36

BOTTEGA PINOT GRIGIO DOC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와인답게 해산물과 훌륭하게 어울리는 와인

브레드 앤 버터 피노 누아

포지오 알 살레 로쏘 토스카나

프랑스 쌩 테스테프 | 품종까베르네쇼비뇽,멜롯,까베르네프랑 | 스타일레드 | 아로마감초,블랙라즈베리,미네랄,송로버섯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BREAD & BUTTER PINOT NOIR

63,000원

WA20-13

B e s t Te c h n o l o g y

'프리미엄 피노 누아'의 매력을 한 가득 담은 빠른 성장세의 무서운 신인 와인

65,000원

WA20-06 이태리 세트

WA20-38

레 펠레린 드 라퐁 로쉐

산도

이태리 베네토 | 품종 피노 그리지오 | 스타일 화이트 | 아로마 복숭아, 꿀, 시트러스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힐 패밀리 나파 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HILL FAMILY NAPA VALLEY CABERNET SAUVIGNON

97,000원

POGGIO AL SALE ROSSO TOSCANA

토스카나 지역의 대표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든 일상을 위한 편안한 와인

이태리 토스카나 | 품종 산지오베제, 말바지아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감초 향, 볶은 커피

바디감

WA20-37

이태리 토스카나 | 품종 산지오베제, 멜롯, 카나이올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잘 익은 자두
당도
산도
바디감
탄닌

이태리 토스카나 | 품종 산지오베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스모크, 베리류

프리미엄 데일리 샤르도네

WA20-36

Governo 방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와인

미국 나파밸리 | 품종 까베르네 쇼비뇽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블랙베리, 자두, 블랙 커런트, 스파이스, 삼나무향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BOTTEGA CHIANTI DOCG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WA20-32

매력적인 와인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끼안티 와인
바디감

WA20-31

로버트 몬다비의 아들인 마이클 몬다비의 스펠바운드 대표 와인

로버트 몬다비의 양조 방식을 물려받아 몬다비 가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고 퀄리티의

60,000원

발효 중 반쯤 말린 포도를 넣어서 발효를 진행시키는 토스카나의 전통 양조방식인

56,000원

보테가 끼안티 DOCG

55,000원

SAN POLO GOVERNO

19. 11. 18. 오전 9:12

RISERVA 와인만이 가진 숙성미를 보여주는 와인

이태리 로마냐 | 품종 산지오베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자두, 체리계열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WA20-05 보테가 세트

미국

산 펠리체 일 퀘르치오네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센테로 익스프레션

60,000

마이클 몬다비 패밀리 스펠바운드 까베르네 쇼비뇽
WA20-35

산 폴로 고베르노

이태리 풀리아 | 품종 네그로아마로, 말바시아 네라, 산지오베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블랙 체리, 야생 딸기류

바디감
000-000 cover_12.indd 1

샤또 라퐁로쉐의 세컨와인

97,000

WA20-14

힐 패밀리 나파 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우니꼬 브린디시 리제르바
UNICO BRINDISI RISERVA

WA20-28

WA20-13

WA20-11

51,000원

WA20-04 우니꼬 세트

생동감 있는 과실 풍미와 안정된 구조감으로 세련된 미감을 보여주는 섬세한 와인

19. 10. 15. 오후 9:13

당도

탄닌

나파밸리 중에서도 1,200피트에 위치한 프리미엄 빈야드에서 수확하여 만든 와인

미국 나파밸리 | 품종 피노 누아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베리류, 라즈베리, 체리, 카시스, 삼나무
당도
산도
바디감
탄닌

산도

라 포데리나 로쏘 디 몬탈치노

Robert Parker 90점

LA PODERINA ROSSO DI MONTALCINO

미디움 바디감 와인으로 산도와 실키한 탄닌이 조화로움

미국 나파밸리 | 품종 까베르네 쇼비뇽, 말벡, 멜롯, 쁘띠 베르도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블랙베리, 카시스, 감초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이태리 토스카나 | 품종 산지오베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라즈베리 향, 바닐라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에레나 까베르네 쇼비뇽

알레그리니 팔라쪼 델라 토레

당도

탄닌

산 펠리체 일 퀘르치오네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ALLEGRINI PALAZZO DELLA TORRE

SAN FELICE IL QUERCIONE BDM RISERVA

70,000원

AERENA CABERNET SAUVIGNON

Art & Antigues의 대표 작가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적 영감을 담은 와인

미국 캘리포니아 | 품종 까베르네 쇼비뇽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블랙베리, 카시스 등의 검은 과일의 향

에레나 샤르도네

WA20-14

WA20-37

97,000원

WA20-07 에레나 세트

바디감

939-636 - 1 - A

000-000 cover_f_09_4벌.indd 1

와인명
그랑 세르 꼬뜨 뒤 론 '레 포르테스 뒤 까스텔라스'

WA20-10

2020 설 와인카다록 (표지4p,내지4p+8p)-홍각

코드

WA20-09

WA20-08

166,000원

Baby Amarone라는 닉네임으로 알레그리니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와인

베스트 빈티지에만 생산되는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이태리 베네토 | 품종 코르비나, 코르비노네, 론디넬라, 산지오베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건자두, 건포도의 향
당도
산도
바디감
탄닌

이태리 몬탈치노 | 품종 산지오베제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코코아, 가죽, 야생베리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2010년 WINE SPECTATOR 100대 와인 선정

산도

Robert Parker 93점, Wine Spectator 91점

9
바디감

산도

탄닌

어린이
책 해결하기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 원리도 재미있는
수학으로
이야기로 배우면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과학과 문학이 만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스토리텔링 과학 동화!
풍부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질감으로 기분 좋은 밸런스를 선사하는 와인, Decanter 동메달 (2015)

LOUIS MAX HAUTE VALLEE CHARDONNAY

루이막스 오 밸리 샤르도네

60,000원

WA20-24 루이막스 세트

당도

탄닌

산도

이태리 피에몬테 | 품종 바르베라, 피노 누아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체리, 스파이시한 향

와이너리의 야심작으로 연간 1만병만 생산하는 희귀 아이템
MARCHESI ALFIERI SOSTEGNO

마르케시 알피에리 소스테뇨

이태리 피에몬테 | 품종 바르베라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완숙한 플럼, 다크 체리, 제비꽃의 향기
바디감
탄닌
당도
산도

피에몬테의 역사라 불리며 포텐셜 높은 바르베라 와인을 생산
MARCHESI ALFIERI LA TOTA

마르케시 알피에리 라 토타

WA20-27 마르케시 세트

78,000원

지인 지구 5행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당당히
사고가
는 신비한
기계를 얻게
되면서 세상에
나설 수생겼습니다.
있는 용기를 갖게 됩 바로
어른들은 그대로 수면 중인 채 아이들만 깨어난 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로┃옮김 황지민
이레네 벤투리┃그림
프란체스카이제
카라벨리

–지표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다 보면 수학이
나와 변화

가격대비 뛰어난 부르고뉴 피노 누아의 교과서 같은 와인

VIGNERONS DE BUXY, BOURGOGNE COTE CHALONNAISE PINOT NOIR

비네롱 드 뷕시 부르고뉴 꼬뜨 샬로네즈 피노 누아

프랑스 론 | 품종 그르나슈, 쉬라, 쌩쏘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라즈베리
바디감
탄닌
당도
산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프랑스 론 데일리 와인
DOMAINE ROGER SABON, LE SABOUNET

만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슈타인 가아더와 전화, 팩스를 주고받
으며 함께 쓴 《마법의 도서관》 외에 여러 작품이 출간되었습니다. 현
재 오슬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

세뇨르 산체스

스페인 무르시아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미겔 앙헬 산체스입니다.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가, 화가, 아티스트로서 호평
을 받고 있으며 여러 상도 수상했습니다. 《책을 살리고 싶은 소녀》

2003년에는 동료와 함께 디자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멀티미디어

로 2018년 Ordknappen 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작가는 발러 섬에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2008년에 새로운 도전을 위

가족과 살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책들의 일러스트레이션
과 그래픽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산체스는 밝고 쾌활
한 느낌을 주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옮김

성을 구출하는 짜릿한 지구 교실》 《첨단 과학이 번쩍번
쩍》 등이 있습니다.

손화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대학에서 피
아노를 공부했습니다. 2002년부터 노르웨이 문학을 번역해 국내에

탈리아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9 788984 014701
ISBN 978-89-8401-470-1
《미래 소년 바르트》 《나의 권리를
찾는 철학 수업》 《알

리사 아이사토

독특하면서도 환상적인 작품 스타일로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그림

옮겨 와 그래픽 디자이너 및 아트 디렉터로 다양한 작업을 했으며,

활발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노르웨이 번역인협회 회

옮김┃

유아가다

원이 되었고 같은 해 노르웨이 해외문학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번역가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스테인셰르 코뮤네 예술학교에서 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르치며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나는 그때 왜

스페인과 중남미의 좋은 그림책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우리말로

비겁했을까?》 《발표하기 무서워요!》 《부러진 코를 위한 발라드》 《나
의 투쟁》 《파리인간》 《피렌체의 연인》 《루시퍼의 복음》 《노스트라다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당도

의 좋은 그림책들을 멕시코와 스페인에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우

운》 《눈을 감고 느끼는 색깔 여행》 《얘가 먼저 그랬어요!》 《마법의 숫

탄닌

산도

52,000원

연 날리는 소년

그림

1996년 발렌시아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같은 대
학에서 그래픽 아트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1999년 마드리드로

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본격적

이 책은
NORLA(노르웨이
해외홍보원)로부터 번역비
고리즘으로 요리하는 쫄깃한
수학
교실》문학《지글지글
행일부를 후원받았습니다.
“This translation has been publish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NORLA.”

클라우스 하게루프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책은 노르웨이 문학비평가 상을 받았으며, 다른 책으로 소냐-하게

엘 마그나님 발렌시아 상을 수상했습니다.

으로 통번역을 시작해 현재는값 기업체의
이탈리아 사업
11,000원
73850 이
자료 번역부터 방송사 프로그램 영상 자막 번역과

글

영화감독이자 극작가입니다. 처음에 시인으로 데뷔했고 노르웨이

2005년에 이페리온 상 시 부문, 2006년 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상,
2007년 안토니오 마차도 상과 2008년에는 스페인어 시 부문 알폰스

WA20-22 피오네로 세트

떼루아의 구성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떼밀리옹의 특징을 담은 와인
CHATEAU LA PIERRIERE

샤또 라 피에리에

바디감

당도

탄닌

산도

프랑스 보르도 | 품종 멜롯, 까베르네 쇼비뇽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바닐라향, 스파이시

실키한 탄닌과 잘 익은 붉은 과일 맛의 여운이 남는 와인. 2019년 KWC 금메달 수상
KRESSMANN MONOPOLE ROUGE

크레스만 모노폴

WA20-25 보르도 추천 세트 2

62,000원

Process
PANTONE

고 싶은 소녀

살리

야 출판사에서 《소금 한 줌》 시리즈 14권을 출간한 것을 비롯해 아
동과 청소년을 위한 책을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8권의 시집을 냈고,

PIONERO RESERVA CARMENERE

-

현지 학교에서 모국어처럼 이탈리아어를 배웠고, 가톨

피오네로 레세르바 까르미네르

A

부드러운면서도 힘 있는 칠레 레드 와인으로 까르미네르 품종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와인

-

칠레 마이포 밸리 | 품종 까르미네르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블랙베리, 허브, 시나몬 향

1

피오네로 레세르바 샤르도네

-

바디감

939-636

화가인 오렌지 선생님과 사랑하는 형을 전쟁터에서 잃은 소년은 친구가 됩
니다. 오렌지 선생님은 소년에게 평화와 상상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주
며,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줍니다.
PIONERO RESERVA CHARDONNAY

(표지4p,내지4p+8p)-홍각

글 트루스 마티│옮김 홍미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행복한아침독서운동 추천도서

은은한 미네랄 향, 적절한 산도가 어우러져 각종 해산물과 매칭이 좋은 와인

78,000원

프랑스 보르도 | 품종 멜롯, 까베르네 쇼비뇽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체리, 딸기, 플럼 등
바디감
탄닌
당도
산도

1

로저 사봉 사부네

L I F E

와인카다록

지구 5행성 특별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요?

나의 멘토
선생님
식물의 구조와 수분 등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 자세히
배울오렌지
수 있습니다.
칠레 콜차구아 밸리 | 품종 샤르도네 | 스타일 화이트 | 아로마 복숭아, 서양 배 향
바디감
탄닌
당도
산도

-

WA20-26 부르고뉴 세트

K Y O B O

설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무사히 세 가지 식물의 재배를 성공하고

책을

아나 알론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온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
공하고, 스코틀랜드와 파리에서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스페인 아나

무스의 암호》 등이 있습니다.

리말로 옮긴 책으로는 《디노랜드 지식 탐험대 시리즈》 《내 사촌 다

값 9,000원

글 엘렌 판 펠젠│옮김 홍미경

길고 험한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찾아 나선 소년 야니의 이야기. 판타스틱
한 마을의 전설을 둘러싼 폭풍 이야기 전개와 후반부의 반전으로 깊은 울림
과 따뜻한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세트)

자》 《마녀들의 보물 지도》 《눈물을 모으는 악어》 《돼지 삼 형제와 늑

글

클 라 병을 고치는 꼬마 의사》 등이 있고, 스페인
대 검사관》 《세상의 모든
우
스하

게루
어로 옮긴 책으로는 《조그만 발명가》
《두
프사람》
┃ 《과학자가 되는 과학
적인 비결》 《지하 정원》 등이 있습니다.

수
그림 리사 아이사토 ┃ 옮김 손화

노르웨이문학 해외홍보원
번역비 지원도서
청소년 북토큰 선정도서
경남 교육청
‘수준별맞춤독서시스템’
선정도서

CyanC-12/20/2019
Magenta
Yellow
Black
877
-12/20/2019
-12/20/2019
-12/20/2019

2020년 한진몰 설 선물 특선

고
향
맛
편

-636

2020

59,000원

사이버스카이

산도

Stroke 애니메이션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Thicc Stroke Effects

탄닌

Legacy Title과 Essential Graphics 활용(2)

After Effects

글 아나 알론소│그림 파블로 토레시야│값 9,000원
카리베 선장과 해적 학교 아이들은 보물이 숨겨진 동굴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동굴은 사
람의 심장 구조와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동굴 탐험을 통해 우리 몸의 심장과 순환계
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도

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DaVinci Resolve Duotone Effect

Premiere Pro

2020년 한진몰 설 선물 특선

심장 동굴의 보물을 찾아라
–우리 몸의 심장과 순환

9 788984 014688
ISBN 978-89-8401-468-8

년

동안 행성 준비를 해오던 로봇 팀의 팀장인 아다리스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미소로

표지디자인_DESIGN MOONGKLE

73410

무지개 서커스 단에서 공연에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
졌습니다. 단원들은 주변에서 비슷한 물건을 구해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물건의 모양을 관찰하며 도형

WA20-23 깐띠네 세트

값 11,000원

서커스 단의 도둑 사건
글 아나 알론소│그림 안토니아 산톨라야│값 9,000원

하고, 수분을 위해 곤충인 벌도

가는 독자들에게 앞으로 물질과 과학이 발달한 풍요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찾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행성에서 몇

마침내 방법을
때그림
깜짝
놀랄 산체스
만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글 아나찾았을
알론소│
│옮김 유아가다
세뇨르

황지민 책을 너무나 사랑한 소녀가 겪게 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10년
이야기!
어린 시절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안 거주하며

CANTINE POVERO ‘IL DRAPPO’ MOSTO ROSSO

il-woo@cyberskyshop.com

깐띠네 포베로 ‘일 드라포’ 모스토 로쏘

|

딸기, 포도향이 잘 베어 있고, 케익이나 초콜릿과도 어울리는 와인

02-6263-3302

이태리 피에몬테 | 품종 말바시아 | 스타일 스파클링 | 아로마 딸기, 장미 향

에니드 공주는 아빠를 위해 ‘움직이는 궁전’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 지구로
오게 된 공주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엔진과 에너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하르 왕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마법 상품을 만들어 판매
한 마법사에게 상을 주기로 합니다. 마법 향기 가득한 이
야기를 읽으며 비율과 퍼센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글 아나 알론소│그림 메르세 카날스│값 9,000원

안나는 그 방법부터 찾아야 했고,

바디감

· 대량주문이나 카탈로그에 게재되지 않은 와인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립니다.
· 배송을 원하는 와인은 와인 전용 케이스 및 박스로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 명함 동봉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주문 전 알려주셔야 합니다.

CANTINE POVERO MOSCATO D′ASTI ‘CAMPO DEL PALIO’

마법을 파는 가게
글 아나 알론소│그림 루시아 반데│값 9,000원

Panasonic Live Solution을 활용한 ‘키움히어로즈 랜선 팬미팅’
실시간 온라인 방송 솔루션

깐띠네 포베로 모스카토 다스티 ‘캄포 델 팔리오’

–친환경 에너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107호 레자미와인숍

싱글 빈야드에서 생산하여 과실의 농축미를 극대화로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와인

햇빛 에너지로 움직이는 궁전

그러나 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옮김│

순수한 소년
바르트와 암탉밀,
조에가
책 속에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통해 작
맺게 한 뒤 수확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토마토,
벚나무를
재배하기로

–빛의 반사와 굴절

글 아나 알론소│그림 메르세 카날스│값 9,000원

술탄은 책 속의 지혜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왕궁 도서관의 책을 장관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눗셈과 분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안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책을 구해야 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 삽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뿐 아니
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출판사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평가 위원회가 오기까지는 8개월이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
미래시간이
소년 바르트
글 수산나 타마로│그림 아드리아노 곤│옮김 황지민
안 아이들은 5행성에 세 가지 식물의 씨앗을 심고
잘 키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 추천도서

거울과 렌즈는 마법이 아니야!

무지개가 생기는 과학 원리를 알고 싶었던 에니드 공주는 지구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빛에
대해 공부하며 무지개 파티를 열 수 있는 방을 꾸밉니다. 프리즘,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안경,
망원경 등을 통해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술탄의 도서관
글 아나 알론소│그림 루시아 반데│값 9,000원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는 식물,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바다, 강, 바람, 혹은 화산 등 침식 작용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뒤 아동을 위

무는 지구 5행성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

슈퍼 영웅 루카스는 은하계 마법사에게 붙잡혀 수백만 년간 잠을 자는 마법에 빠지게 되었

것을 깨닫게 되고 즐겁게 수학 공부를 시작할는데,
수주변의
있는 풍경이
힘이 바뀌는
생길 이유를 알아내고 해독제를 찾아야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우리

시간에 맞춰서 유리병에 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를 읽으며 시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

모두 없애 버린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봇 유나, 아세크와 함께 모두를 살리기 위한 특별 임무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 임

글 아나 알론소│그림 루시아 세라노│값 9,000원
는 상관없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공부라는

눈물을 모으는 악어
글 아나 알론소│그림 마리아 모네시요 루비오│값 9,000원

악어의 마법을 풀려면 특별한 눈물 다섯 방울을 정확한

식물의
한살이

‘그렇다면
책 속에 사는, 나처럼 살아있는 주인공들은
프란체스카
카라벨리

니다. 그 성장의 모습을 재미있게 다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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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발견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으며 보폭,

·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림│

일도 아닙니다. 수학 문제는 우리 생활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
는 일 속에서 수학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바위이야기가
먹는 괴물
코메로카스

미터 등과 같은 길이의 단위를 배울 수 있습니다.

· 공급사 사정에 의해 조기 품절 또는 빈티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 시 사전에 확인 문의 바랍니다.

선생님은 그 책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글 로베르토 산티아고│그림 발렌티 구비아나스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겁 많은 존이라는 아이가 우연히 두려움을 없애 주

글 아나 알론소│그림 마리아 모네시요 루비오│값 9,000원

마녀 레베카는 숲에서 발자국 길이로 위치가 표시된 보물

글 이레네 벤투리┃그림 프란체스카 카라벨리┃옮김 황지민

Sony, PXW-FX9 Firmware Ver. 2.0 Update
Kinefinity, MAVO Edge 8K
ARRI, ERM-2400 LCS & SRH-360, SRH-3 Stabilizer Head
Blackmagic Design, HyperDeck Studio Mini v7.1 & Blackmagic Camera Update 6.9
Kandao, 360° Camera Qoocam 8K
DJI, Mavic Air 2
Canon, EOS Webcam Utility Beta
NVIDIA, Quadro RTX 8000/6000 Passive
Core SWX, NEO 150 Mini Battery & GPM-X2 Mini Charger
Aputure, LS 60d & LS 60x LED Light
Magix, Sound Forge Pro 14

어느 날,
몬센 선생님은
안나에게
아무도
육과 학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기관
및대
가지
않는 책에 관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학과 함께 빌려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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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60 Video Recorder Review

안나는 전공하고
똑같이 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대학에서 수학을
제노바
대학에서
박사도서관의
과정
친구처럼 지냅니다.
으로 응용 몬센
수학 선생님과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수학의 교

옮김 유아가다
새로운 행성 개척을 위해 동면 캡슐에 들어가 우주
여행을 떠났던 세 가족은 목적

수학은 단지 교실에 앉아서 문제만 푸는 일도, 싫어하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마녀들의 보물 지도

이레네 벤투리

곧 열 살이 되는도시에서
안나는 책을
사랑하는 피사
소녀입니다.
이탈리아 비아레지오라는
태어났습니다.

두려움을 먹는 기계

글 아나 알론소│그림 세뇨르 산체스│옮김 유아가다

고
향
맛
편

부담은 덜고, 한결 가벼워진
Canon EOS C300 Mark III(1)

│글│

루이막스 오 밸리 피노 누아

떻게 적응하는지 또 생태계 내에서 생물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탄닌이 입안을 꽉 채우는 복합적인 풍미의 와인, Decanter 동메달 (2013)

카리베 선장과 해적 학교 아이들은 생물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며 보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

한 식재료의 양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수학이 꼭 필요합니다.

고
향
맛
편

통합 교과에 맞춘
여러분은 책을
사랑하나요?
스토리텔링
과학
동화

재미있게 읽고생활
곰곰이속생각하는
다양한 문제

프랑스 남부 | 품종 피노 누아 | 스타일 레드 | 아로마 검붉은 과실향, 감초, 향신료

아나 알론소│그림 파블로 토레시야│값 9,000원
에서 사야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를 때, 또 친구의 글
발레
발표회에 엄마가 몇 시에 데리러 오면

좋을지 알기 위해서 전체 공연 시간을 계산해야
할그때,
그리고통해
갑자기
오게 된
손님
위해 위해
필요환경에 어
갑니다.
수수께끼를
다양한 생물의
개념과
특징,상차림을
생물들이 살아남기

LOUIS MAX HAUTE VALLEE PINOT NOIR

읽으며 수읽기와 자릿값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생물 배우기
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가게마다 할인율이 달라서 어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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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3을 발견합니다. 상상력이 듬뿍 들어 있는 이야기를
2020 설 Les Amis Premium Wine

가이드북

생활 속 숨어 있는 수학 문제를 찾아 해결하다 보면
수학이 즐거워집니다!

선장의
해적안학교
여러분은 어쩌면,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카리베
생활에 전혀
도움이
돼. 쓸모없는 일이

글 아나 알론소│그림 마리아 에스풀가 솔레│값 9,000원

드래건과 엘프는 숲 속에서 뭐든 말하면 세 개씩 나오는

글 클라우스 하게루프┃그림 리사 아이사토┃옮김 손화수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마법의 숫자

당도

통합 교과에 맞춘 스토리텔링 과학 동화

특별한 이야기로 만나는 알라딘북스의 수학 동화

Wine Gift

학생부종합전형

바디감

2020년 한진몰 설 선물 특선

서울여자대학교

책을 살리고 싶은 소녀

06

5

생활 속 다양한 문제
수학으로 해결하기

2020

12

8

2020년 한진몰 설 선물 특선

3

사이버스카이

AERENA CHARDONNAY

내면과 인간애의 연결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라벨이 흥미로운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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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정
무배당

2020. 04. 13

I N S U R A N C E

-

무배당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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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PANTONE

KYOBO LIFE INSURANCE

무배당

2020. 04. 13 상품개정

CyanC-12/20/2019
Magenta
Yellow
Black
871
-12/20/2019
-12/20/2019
-12/20/2019

보는
2020 미리교보변액교육보험
Work and Life
Balance

교보
변액적립보험Ⅳ

무배당

2020 교보생명 위클리플래너
실적배당형

목돈마련

실적배당형

20.4 ����.indd 1

교육자금 마련

자녀보장특약

이 상품안내장은 2020년 4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상품안내장은 2020년 4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0. 3. 31. �� 10:43

20.4 ���� ��������.indd 1

2020. 3. 30. �� 5:03

S u c c essful

P ar tner sh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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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디지털 인쇄 제작 / Mobile Appbook

효성인쇄사의 혁신에 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효성인쇄사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Mobile Appbook’Service를 시작하였습니다.
앱북은 종이책에서 구현하기 힘든 기능을 모바일 기기에서
실현합니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을 넘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효성인쇄사의 혁신적인 기업 가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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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북은 종이책에서 구현하기 힘든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여
다이나믹한 흥미로움과 몰입감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영상

퀴즈

게임

동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Embed
또는 Link 방식으로 앱북 구독 중에
재생하거나 불러올 수 있어 곧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OX 퀴즈나 질의응답 퀴즈와 같은 콘
텐츠도 사용자가 답을 선택했을 때
바로 정답과 오답을 보여주는 재미
있는 방식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캐주얼 게임을 앱북상에서
구현 가능합니다. (예 : 틀린 그림
찾기, 색칠하기 등)

이벤트

VR 가상현실

종이책에서는 설문조사나 경품 응
모 등의 이벤트에 엽서를 통해 참
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앱북
에서는 모바일상에서 곧바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사진 몇 장으로만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정보를 앱북에서는 VR
기술을 접목해 모바일 상에서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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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Quality Management
효성인쇄사는 고객 만족을
제품의 품질로 실현합니다.
효성인쇄사는 고객이 원하는 인쇄품질을 위해 원자재의 입고 단계에서부터 생산·검사·출하
단계까지 완벽한 공정검사 및 품질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검사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쇄품질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효성인쇄사는 FSC 친환경업체 인증업체로, 무알콜 인쇄, 콩기름잉크 사용 등 환경보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비즈(경영혁신) 인증, ISO9001 인증, 창작전담부서 인증, 하이서울브랜드 인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쇄품질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고객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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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30여 년 한자리를 지켜온 효성인쇄사는
성수동 인쇄 메카의 역사입니다.
효성인쇄사의 역사는 30여 년 전 성수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 만족 정신과 기술혁신을 통해 이겨내었고, 많은 협력업체와도 신뢰를 잃지 않으며
지금까지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인쇄 메카로 자리 잡은 성수동에서 효성인쇄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투자로 수출과 미디어까지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토탈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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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및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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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22 (성수동2가)
대중교통
•2호선 성수역 4번출구로 나온 후 화양사거리 방향(마을버스
성동10) 버스 타고 왕약국 앞 하차, 10m 앞‘효성인쇄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5번 출구로 나온 후 성동세무서 방향
(2222, 2012, 3217, 3220, 마을버스 성동10, N62) 버스 타고
두정거장 후 성동세무서 앞 하차, 맞은 편‘효성인쇄사’

로
도
선
간
부
동

성동세무서

왕약국
GS25
어린이대공원

성동세무서
에딘버그
골프클럽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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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W센터
데시앙플렉스
(생각공장)

SK V
1센터

   화
양사
거리

화양검사
정비사업소

모터시티

  성
수사
거리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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