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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아우디�코리아�����Title�:�A6�40�TFSI�카탈로그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부산모터쇼�Ucaro-A6,R8�카탈로그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Door�Entry�LED�리플릿�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21�Audi�Apprentice�Training�포스터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Audi�Minature�Catalogue

Audi miniatures
 Spring / Summer 2018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예고없이 가격 변경 및 제품의 조기 품절, 단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 구입 시 가까운 딜러의 서비스센터 혹은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모든 제품은 부가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Audi Korea
7th Fl. Shinyoung BLDG.,
73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06072
www.audi.co.kr
Version: April 2017
Prin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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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e x  / /  p a g e  4 4

Tradition

Audi Typ A 1:43

1910-1912, Manufacturer : Minichamps

Dark Green 503.09.009.03

Audi Union Typ A 1:43

1934, Manufacturer : Minichamps

Silver 503.09.008.03

Audi Union Typ B 1:43

1935, Manufacturer : Minichamps

Silver 503.13.003.13

Audi Union Typ B Lucca 1:43

1935, Manufacturer : Minichamps

Silver 503.13.004.13

Audi Union Typ D 1:43

1938, Manufacturer : Minichamps

Silver   503.09.007.03

Audi Union Stromlinie 1:43
Record car

1938, Manufacturer : Minichamps

Silver 503.13.005.13

Audi S6 Plus 1:43

1996-1997, Manufacturer : Minimax

리미티드에디션 1000¹대

Nogaro  Blue 503.13.001.13

Auto Union Typ B 1 : 43

Auto Union Typ A 1 : 43

Auto Union Typ B Lucca 1 : 43

Auto Union Typ D 1 : 43

Audi Union Stromlinie 1 : 43 
Record car

Audi S6 Plus 1 : 43

Audi Typ A 1 : 43

¹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Audi�Collection�Catalogue

Audi collection 
 Spring / Summer 2018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예고없이 가격 변경 및 제품의 조기 품절, 단종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 구입 시 가까운 딜러의 서비스센터 혹은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모든 제품은 부가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Audi Korea
7th Fl. Shinyoung BLDG.,
73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06072
www.audi.co.kr
Version: April 2017
Prin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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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collection CONTENT

>  I n d e x  / /  p a g e  4 6

R8 ballpoint pen｜R8 볼펜

매트하게 처리된 실버 크롬 소재가 사용된 볼펜으로 클립에는 R8 로고 음각 형태로 
새겨져 있는 블랙 잉크 제품입니다.

Red rhombus cufflinks｜레드 마름모 커프스 버튼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고급 에나멜 인서트 제품입니다.

Smartphonecase Audi Sport｜스마트폰 케이스 아우디 스포츠

부드러운 표면에 아우디 스포츠 로고가 있는 블랙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극세사로 덮여 있으며 iPhone 7, 8 제품 전용입니다.

Chronograph Carbon Audi Sport｜
크로노그래프 카본 아우디 스포츠 시계

카본 다이얼에 아우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후면 발광 핸즈. 일본산 시티즌 6 S10 무브먼트와 날짜 디스플레이,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 기능과 속도 측정용 타키미터 스케일. K1 세이프티 글라스, 10ATM 방수 기능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드 크로노그래프 핀이 있는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Made in Germany.

케이스 치수 : 지름 42 mm
높이 : 6.5 mm

R8 sculpture computer mouse｜ 
R8 형태 컴퓨터 마우스

R8 형상을 본뜬 모양의 무선 컴퓨터 마우스입니다. 터치 센서 표면과 1.1 또는 
2.0 인터페이스 방식이 특징으로 2,000 dpi 레이저 센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indows PC 및 Mac에 호환되는 제품입니다.

R8 sculpture USB stick｜R8 형태 USB 스틱

R8 형상을 본뜬 모양의 메모리 스틱으로 8GB용량과 USB 2.0
인터페이스 방식이 특징입니다.

소재 : 스테인리스스틸

R8 ballpoint pen｜R8 볼펜

322.18.004.00

Red rhombus cufflinks
레드 마름모 커프스 버튼

329.15.021.00

Smartphonecase Audi Sport
스마트폰 케이스 아우디 스포츠

322.18.003.00

Chronograph Carbon Audi Sport
크로노그래프 카본 아우디 스포츠 시계

310.17.002.00

R8 sculpture computer mouse
R8 형태 컴퓨터 마우스

329.15.009.00

R8 sculpture USB stick
R8 형태 USB 스틱

329.16.002.00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Audi�Geunion�Accesary�Catalogue

Audi Genuine Accessories
C a t a l o g u e  2 018  //  2 019

In case of luggage:  Transpor t solut ions f rom roof box to kayak rack. 
So light, so good:  Mat t ias Ek ström t alk s about carbon add-on par t s.

Audi stays Audi:  Car care produc t s f rom Audi Genuine Accessories.

C o n t e n t s  / /  P a g e  0 4

06
Transport

Whether your plans are on a large or small scale,

here you will find suitable transport solutions for your Audi,

giving you all the space you need to do the job.

18
Sport and Design

An expression of your personality in every last detail. To ensure 

that your Audi is just as individual as you are, we have the necessary 

Audi Genuine Accessories in the Sport and Design chapter.

38
Communication

Always connected to the world. 

In the Communication chapter, you will find the right 

Audi Genuine Accessories for life on the move.

Modelluebergreifend_Zubehoer18_2018_01.indd   04 06.06.18   14:35

54
Comfort 

and Protection

To ensure your Audi always stays in the best condition in the future, 

you will find suitable Audi Genuine Accessories for correct vehicle 

care in the chapter on Comfort and Protection.

46
Fun Facts

Did you know…? We have been getting

clued up to provide you with useful knowledge 

about your Audi and mobility.

48
Family

Safety for the little ones is our biggest priority. 

Here you will find all the products that make driving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for your children.

Modelluebergreifend_Zubehoer18_2018_01.indd 05 18.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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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o r t  a n d  D e s i g n  / /  P a g e  1 9

A class 
of its own

More adventurous? More urbane? More individual? 
Configure the personality of your Audi.

PERSONALITY

Modelluebergreifend_Zubehoer18_2018_01.indd   19 19.06.18   15:01



Client�:�코웨이����Title�:�매트리스�및�프레임�카탈로그Client�:�코웨이����Title�:�매트리스�및�프레임�카탈로그

단매트리스�패밀리�프레임�카탈로그�(6p)



Client�:�코웨이����Title�:�정수기�카탈로그

구입문의처 

※ 렌탈 제품의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님께 이전됩니다. ※ 렌탈 기간동안 상품의 고장·훼손 시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해 드립니다. 단,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는 수리비 및 부품 교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

다. ※ 상품 분실, 완전 파손, 압류 시에는 분실료[=(상품 판매가X90%)-{(상품 판매가÷60개월)X사용 개월 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품 설치 후 4년 경과 시에는 사용 개월 수를 48개월로 계산합니다. 단, 사용월의 렌탈료는 별도 청구됩니다. ※ 회사의 귀책사

유로 인한 해지를 제외하고 렌탈등록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설치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시 소모품 비용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사용기간 내 중도해약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

로 발생합니다.  ※ 위의 제품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약간의 사양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제품의 외관/색상은 인쇄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A/S 및 제품문의 1588-5200 www.coway.co.kr      JUN 2018 A

모델명 CHP-7300R CP-7300R

제품크기
(가로X세로X높이)

260 x 540 x 504 mm 260 x 540 x 504 mm 

제품중량 24.1 kg 23.2 kg

주요기능 유로비움 모드, 서비스점검주기 알람, 정량추출, 연속추출 유로비움 모드, 서비스점검주기 알람, 정량추출, 연속추출 

필터구성 ①네오센스 ②CIROO(RO 멤브레인) ③플러스이노센스(D) ①네오센스 ②CIROO(RO 멤브레인) ③플러스이노센스(D)

관리주기 1회 / 4개월 1회 / 4개월

소비전력 냉수 1.6 A, 온수 2 700 W 냉수 1.6 A

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안전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필

제품사양
260540

50
4

260

KC마크 (물마크)
대한민국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엄격한 정수성능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부여되는 정수기 품질 인증마크
(2010년부터 KC마크로 통합됨)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4년 연속(2014~2017)

국가고객만족도 

정수기 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 선정  
20년 연속(1999~2018)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골든브랜드 정수기 부문 1위

한국마케팅협회 선정
2017년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

정수기 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2018년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정수기 부문 1위

제대로 걸러 깨끗하고 맛있는 물
마침내 직수로 만나다

코웨이 시루직수 정수기

CHP-7300R /CP-7300R

한 단계 더 진화한  
2세대 CIROO 필터

6배 커진 CIROO 2.0 필터로

수조없이 풍부하게 추출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바로 제공합니다

신선한 물을 위한 
유로비움 모드

물을 마실 때마다 정수기 속 

유로에 남아있는 물을 배출하여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자동배수 시스템

24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수기 속 유로와 필터 내부의 물을 

자동으로 내보내고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시루직수�정수기�카탈로그�(4p)

혁신기술로 완성한 시루필터와 직수의 만남
시루 직수

CIROO 2.0 필터로 촘촘하게 걸러

깨끗하고 맛있는 물
정수 속도가 빠르고 물 양이 풍부해서

수조없이 직수로 즐기는 물

교체는 기본, 
유로비움으로 항상 깨끗하게!

사용부터 관리까지 깔끔하고 편리하게!

한 단계 진화된 CIROO 2.0 필터로,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직수로!

1) 대상물질 및 크기 : 황산이온/0.4나노미터.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환경부고시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
기관 지정고시’ 기준 검사결과(KC마크 기준 정수기 성능 평가). 탱크에 수도수와 황산이온 400 mg/L 을 첨가 후 제품 입수단에 3.5 kgf/cm2 압력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 추출 후단에서 샘플링 / 황
산이온 분석 후 제거율 계산(합격 제거율 기준 70%). 2017년 3월 기준 국내 판매중인 코웨이 RO정수기 선택정수성능 검사성적서의 황산이온 제거율 : (93~100) %   2) 자사에서 현재 판매중인 데
스크탑 정수기에 적용되는 CIROO 1.0(8 inch) 필터 대비 CIROO 2.0(12 inch) 필터의 면적 6.34배, 유량 30배 높음{자사 필터 단품 QC 기준, 조건: TDS 200 ppm, temperature 25도, 유동압 CIROO 
1.0 20 psi, CIROO 2.0 95 psi(가압펌프 적용)}  ※ 필터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수의 농도, 온도, 수압 등 사용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제 필터의 외관 형상은 제품별
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IROO 2.0 필터 시스템은 깐깐한 정수 성능을 유지하면서
30배 많은 유량을 제공합니다

※                                               공동개발 특허 출원

기존 CIROO 1.0 필터  보다 
6배 더 감아 직수의 정수량을 
풍부하게 발휘하는  
모어 카파셔스 코일링 
(More Capacious Coiling)

머리카락의 수만분의 1 
이온물질까지 제거하는1) 
특별한 소재인
인텐시브 액티브 덴스 레이어
(Intensive Active Dense Layer)

촘촘하게 거르고 
풍부하게 추출하는 
CIROO 2.0 필터

촘촘하게 거르는 
기존의 
CIROO 1.0 필터

투명 분리형 파우셋

언제든지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 세척을 통해 깨끗하게 관리

3단 맞춤온수 시스템

3가지 온도의 온수를 용도와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 

 

HOT
(85℃ 온수)

커피, 요리

WARM
(45℃ 미온수)

분유

MIDDLE
(70℃ 온수)

차

연속 및 정량 추출

3단계 정량 추출, 원터치 연속추출로 
한번에 원하는 만큼 냉/온/정수 추출

500 mL 250 mL 120 mL

자동배수 시스템

24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수기 속 모든 잔수를 스스로
배출하여 깨끗함을 유지 

스페셜 케어 서비스 

물이 지나가는 유로와 파우셋, 
주요 부품을 무상 교체 
※ 44개월차 1회 방문 교체 서비스

유로비움 모드

냉/온/정수를 마실 때마다 
유로에 남은 잔수를 모두 배출하고 
막 정수된 신선한 물 제공

CIROO 2.0 필터CIROO 1.0 필터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오센스 및 
플러스이노센스필터(D)

파우셋

2세대
 CIROO 
필터 

냉·온·정수 
유로



Client�:�코웨이����Title�:�비데�카탈로그

스타일케어�비데�카탈로그�(6p)

BAS31-A

내 몸 컨디션에 맞춘
i-wave 수류시스템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수류를 조절하여

다양하고 완벽한 세정 기능으로

더욱 개운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ECO GREEN 시스템

기존 저탕식 모델 대비 에너지 비용을 

19.3%까지 절감하여 환경도 생각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생 걱정 없는 3단계 
스스로살균 시스템

유로-노즐-도기까지 3단계 스스로살균 시스템

으로 꼼꼼하게 살균하여 위생성을 강화하고

LED 적용으로 살균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o Green 시스템으로
기존 모델 대비 
에너지 비용 19.3% 절약

더욱 다양해진 세정 기능과
6가지 코스의 수류기술

코웨이 스타일케어 비데

내 몸 상태에 따른 6코스 맞춤세정과 
내 맘에 맞는 스타일까지 케어하다! 

더욱 간편해진 조작부로
한 눈에 들어오는 기능 선택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단순화된 조작부는 

손쉽게 내 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

구입문의처 

* 위의 제품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약간의 사양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제품의 외관/색상은 인쇄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A/S 및 제품문의 1588-5200 www.coway.co.kr      OCT 201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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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BAS31-A

제품크기
(가로X세로X높이)

502 x 538.5 x 135 mm

제품중량

주요기능

부가기능

필터구성

관리주기

소비전력

안전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
제품의 살균 성능과

품질 보증을 위한

살균 인증 마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6회 연속 인증

(07,09,11,13,15,17년)

한국마케팅협회 선정
2017 브랜드고객만족도(BCSI)

비데 부문 1위

브랜드
고객만족도
1위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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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112017

수
압
약

살
균

변
좌
온
도

전
원

수
압
강

노
즐
앞

모
드

세
정

베
이
직

액
티
브
 무
브

케
어

여
성
세
정

정
지

노
즐
클
린

노
즐
뒤

건
조

온
수
/건
조

온
도

/청
소

노
즐
세
척

한국능률협회 선정  
16년 연속 (2003~2018)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골든 브랜드 비데 부문 1위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인증
제품의 향균 성능과

품질 보증을 위한 

향균 인증 마크

컨디션에 따라 세심하게 설계된 6가지 맞춤 코스를 원터치로 간편하게 경험하세요!

60초
아이웨이브(i-wave) 수류시스템은 내 몸 컨디션에 따라 단계별 시간과 수압, 수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건강하고 완벽한 비데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베이직

세정 모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때,
개운하고 깔끔한 세정을 
원한다면

여성 세정 모드

간편 관리를 원하는 여성이,
여성맞춤 코스로 편안한 사용을
원한다면

여성 소변 세정 시 간편하게 세정하는 간편 수류 코스

메인 워시 (54”) 린스 워시 (3”)소프트 스타트 (3”)

수압3수압1 수압1 미세소프트미세소프트미세소프트

소프트 스타트 (3”) 메인 워시 (40”)프리 워시 (12”) 린스 워시 (5”)

수압3 수압3수압1 Air+와이드 수압3 와이드2 와이드 와이드플러스세정

높은 세정력의 Main 세정 중심 수류 코스

액티브
무브

보다 강력하고 깔끔하게 세정하는 수류 코스

린스 워시 (3”)소프트 스타트 (3”) 메인 워시 (54”)

수압1 수압1 미세소프트미세소프트 수압3 미세소프트 무브 무브

강력하고 꼼꼼하게 세정하는 수류 코스

프리 워시 (12”) 메인 워시 (40”) 린스 워시 (5”)소프트 스타트 (3”)

수압1  와이드플러스세정 수압3 와이드2 무브 수압3 Air+와이드 무브 수압3 와이드 무브

액티브 세정 모드

활동량이 많을 때, 
꼼꼼하고 개운한 세정을 
원한다면

액티브 여성 세정 모드

깔끔한 세정이 필요할 때, 
여성맞춤 코스로 편안한 사용을
원한다면

케어

민감한 날 넓은 범위를 순하고 부드럽게 케어하는 수류 코스

프리 워시 7”) 린스 워시 (10”)소프트 스타트 (3”) 메인 워시 (40”)

수압1 슈퍼와이드 수압3 슈퍼와이드 수압2 Air+슈퍼와이드 수압2 슈퍼와이드

소프트 스타트 (3”) 프리 워시 (20”) 린스 워시 (10”)메인 워시 (27”)

저자극 수류로 부드럽게 마사지 세정하는 수류 코스

수압1 와이드 수압1 Air 리듬와이드2 수압1 Air+와이드 수압2 와이드플러스세정

케어 세정 모드

항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저자극의 부드러운 세정을 
원한다면

여성 케어 모드

섬세함이 필요한 민감한 날,
부드럽고 청결한 관리를 
원한다면

부드러운 세정 단계 

긴장감 완화로 편한 세정을
위한 부드러운 시작

소프트 스타트 프리 워시 메인 워시 린스 워시

개운한 마무리 단계

항문 주변 전체 린스로
깔끔한 마무리

항문 주변 세정 단계 

큰 물입자로 항문 주변부 
오염물 제거

항문 주름 집중 세정 단계

작은 물입자와 공기로 
세정력 강화

1 STEP 2 STEP 3 STEP 4 STEP 

아이웨이브(i-wave) 시스템의 

다양한 수류 변화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만족스러운 세정을 경험하세요

i-wave 수류시스템은 수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6가지 코스로 설계한 코웨이만의 혁신적인 수류 테크놀로지입니다.

비데의 수압과 물 입자 크기, 공기, 세정 범위와 시간, 물의 성질 등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최적화된 코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세정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수류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웨이브(i-wave) 수류시스템
코웨이는 물줄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압, 공기, 세정 범위, 시간, 물의 성질 등 다양한 수류의 요소를 세밀하게 조합한 최적화된 수류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물줄기의 강도 조절수압
물과 공기의 콤비네이션으로 
물입자 크기와 세기 조절

공기
세정 목적과 범위에 따른
다양한 범위 수류 제공

세정 
범위

수압 1  

부드럽고 민감한

세정을 위해 저수압

수압 2  

중간수압단계로

평균 수압 제공

수압 3  

세정력을 높이기 위한

높은 수압 단계

Air+  

수류 속에 Air(공기)가 포함되어 

부드럽고 세정력이 강한 물의 

입자 형성

Air 리듬  

Air+기능 On/Off로 리듬 

동작하도록 설계. 마사지 효과
전기분해를 통해 물의 성질을 
변경하여 세정력 강화

물의 
성질

플러스세정  

별도의 화학성분 없이 물만을 

전기분해하여 만들어진 살균수로 

안심하고 깨끗하게 세정

슈퍼와이드  

보다 더 넓은 부위를 부드럽게 

세정하도록 설계되어 

저자극의 관리의 케어 수류 

(민감한 날 관리)

와이드  

몸이 닿는 부분이 넓어

빈틈없이 세정하는 

와이드 수류 

미세소프트  

0.3mm 크기의 미세 세정홀

12개에서 분사되는 수류

최적의 단계별 코스 
세정 시간 세팅시간

시간  

60초 코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컨디션에 맞는

단계별 수류 시간 배분

스스로 유로 살균

스스로 노즐 살균

스스로 도기 살균

3단계 스스로살균 시스템과 위생적인 설계 및 

소재 사용으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균하며 위생 걱정을 덜어주는 스스로살균 시스템

트윈노즐과 노즐도어의 분리 구조

항문/비데 노즐의 개별적인 노즐 도어 분리 구조로 

더욱 위생적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조 덕트 클립형 구조

건조 덕트 클립방식 변경으로 위생성이 강화되며

청소가 편리해졌습니다

3단계 스스로살균 시스템
유로-노즐-도기를 매일 스스로살균하며 비데 속 고인 물 고민을 해결하고,

사용 시마다 노즐을 세척하며 위생성이 향상되었습니다   *1일 12회 사용 기준

항균 마크 받은 변좌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항균 변좌를 적용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향균 성능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항균마크 검사기준

* 실험실 측정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웨이 변좌 
99% 항균 
성능  인증!

위생적인 구조와 소재로 항상 깨끗한 비데

스테인리스 노즐·분리형 노즐팁

비데 노즐은 스테인리스로, 노즐팁은 분리되게 

적용하여 보다 깨끗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1회/2개월 교체 서비스

살균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보는 살균 LED

살균 시 비데 하단부의 살균 LED 점등을 통해 

살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스타일을 살리고,

ECO GREEN 시스템으로 전기료 걱정도 덜어드립니다

파워클린 서비스로

비데 구석구석 깔끔하게 세척!

주요부품 교체 서비스*로

처음처럼 꼼꼼하게 관리!

노즐덕트 교체 건조덕트 교체 필터 교체노즐팁 교체

1초에 60번 강력 진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클린 브러시 헤드*      

*파워클린 브러시 헤드와 주요 부품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새 부품(1회용)으로 사용

교체 주기 2개월 교체 주기 4개월

파워클린 서비스로 더욱 완벽해진 코웨이 비데 하트서비스

1회용 하트서비스 키트로 깐깐하게 관리!

1회용 하트서비스 키트로 쉽게 더러워지는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고 

전문 관리 도구들로 세척합니다

1회용 하트서비스 키트 주요 구성품
[교체 서비스용] 프리마이크로 필터, 노즐팁, 노즐덕트, 건조덕트    

[세척 서비스용] 파워클린 브러시 팁, 도기 세정제, 틈새 제거기

※ 하트서비스 키트 주요 구성품들은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Slim & Compact 디자인

제품과 공간의 스타일까지 생각한 디자인

슬림해진 디자인과 컴팩트한 조작부는 공간활용에 효율적이며, 

트렌디한 컬러는 스타일리쉬한 욕실공간을 완성해드립니다

Eco Green 시스템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절전 기능

사용 시에는 절전모드에서 순간 온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막아줍니다  *기존 저탕식 모델 대비 19.3% 감소

ON OFF

착좌센서

5mm

15mm

*자사모델 BAS22-A 대비 

Eco Green 시스템

전기 사용량

19.3% 감소*



Client�:�코웨이����Title�:�의류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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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처  

제품사양 

제품명 의류청정기

모델명 FAD-01 (고급형) FAD-02 (일반형)  

제품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500 x 585 x 1 880 mm 500 x 585 x 1 880 mm

제품중량 85 kg  85 kg

청정면적 15 ㎡ (CA인증기준) 15 ㎡ (CA인증기준)

살균 시스템 EW살균 EW살균

관리주기 4개월 1회 4개월 1회

필터단계 ①극세사망 프리필터 ②맞춤형필터 ③탈취필터 ④헤파필터 ①극세사망 프리필터 ②맞춤형필터 ③탈취필터 ④헤파필터

소비전력 1,500 W (청정 28W/제습 260W) 1,500 W (청정 28W/제습 260W)

안전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필

FAD-01, FAD-02

옷에 묻은 먼지 제거는 기본, 

옷감의 손상없이 살균하고 

쾌적하게 관리합니다

옷의 겉은 물론 안쪽까지
깨끗하게 의류케어

4단계 공기청정 및 

외부 제습 시스템이 옷은 물론 

공간까지 관리합니다.

옷방까지 청정하게
사계절 공간케어

4개월마다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7단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깐깐하게 케어 서비스

4개월에 한번, 깐깐한 의류청정기 케어서비스
언제나 청정한 의류 관리와 보관을 위해 숙련된 전문가가 4개월마다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
※ 의류청청기 케어서비스는 멤버십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안에서 의류청정, 밖에서 공간청정
안팎케어로 사계절 청정을 완성하다

코웨이 사계절 의류청정기

!1단계 

사전 기기 점검

2단계 

내부 클리닝
(에어샷 / 내부, 흡입 /
토출부)

3단계 

내부 
스팀살균

4단계 

급/배수통 
세척

5단계 

프리필터/가습필터
세척

6단계 

주기별 
필터교체

7단계 

오염도 센서 점검 및 
외관 클리닝 

의류청정기�(6p)

오염된 옷은 안에서 의류케어 
옷에 남아있는 미세먼지와 냄새로부터

옷감 겉부터 속까지 청정공기로 깨끗하게!

안 밖

보관하는 옷은 밖에서 공간케어 
옷방 먼지와 눅눅한 습기로부터

옷이 있는 모든 공간을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3-WAY Power Blowing System 
(파워 블로윙 시스템)

강력한 공기가 옷에 묻은 먼지는 물론, 
냄새와 주름까지 케어합니다. 

자연 건조 저온제습

나노미스트 살균 시스템
전기분해 살균 시스템에서 생성된

미세입자가 구석구석 빠르게

흡수/건조되어 옷감 손상 없이 관리합니다. 

파워 에어샷으로

옷의 큰 먼지를 털어내고 

에어샷 옷걸이로

안감 먼지까지 털어내고

의류 제습 시스템
히트 펌프 기술로 저온에서 빠르게 

건조하여 언제나 뽀송하게 관리합니다.

옷방 청정을 위한 
4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차별화된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사계절 내내 옷방의 공간을 

청정하게 지켜줍니다.

계절별 온도차로 생기는 결로,

곰팡이로부터 모든 옷을 습기 없이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공간 제습 시스템

에어 서큘레이션으로

남아있는 먼지까지 강력하게 

흡입하여 깔끔하게 마무리!  

원하는 소재에 딱 맞게, 옷감 손상없이 정교하게 진행되는 의류케어 4단계

제습저온

3-WAY POWER BLOWING SYSTEM 3-WAY POWER BLOWING SYSTEM나노미스트 살균 시스템 의류 제습 시스템

에어샤워
코웨이 청정 기술로 

옷의 먼지, 냄새를 제거 

듀얼클린TM

미세한 나노 살균수로 

옷감 손상없이 살균

에어드라이
저온제습 시스템으로 

보송하게 의류 건조

에어스무딩
한번 더 공기를 순환하며  

쾌적하게 마무리



Client�:�코웨이����Title�:�매트리스�및�프레임�카탈로그Client�:�코웨이����Title�:�매트리스�및�프레임�카탈로그

단매트리스�패밀리�프레임�카탈로그�(6p) 매트리스�프레임�카탈로그�(6p) 단매트리스�패밀리�프레임�카탈로그�(4p)



Client�:�코웨이����Title�:�정수기�카탈로그

냉수플러스�정수기�카탈로그�(4p) 아이스�정수기�카탈로그�(4p) 아이웨이브�비데�카탈로그�(6p)

제품사양

구입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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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 
제품의 살균 성능과

품질 보증을 위한

살균 인증 마크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인증
제품의 향균 성능과

품질 보증을 위한 

향균 인증 마크

모델명 BAS27-C

제품크기
(가로X세로X높이)

507 mm x 535 mm x 150 mm

주요기능 i-wave시스템(세정,여성세정,케어세정), 온풍건조, 난방변좌, 3단계 스스로 살균 

부가기능 무브세정, 플러스 세정, 어린이 자동세정/건조, 절전, 스테인리스 트윈 노즐, 분리형 노즐팁, 분리형 노즐/건조 덕트

필터구성 프리마이크로 필터 (1회/4개월 주기 교체)

관리주기 1회 / 2개월

소비전력 1 050 W

안전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필

회오리 살균으로 더욱 완벽하게!
아이웨이브 수류 시스템으로 더 똑똑하게!

코웨이 스스로살균 비데

내 몸 컨디션에 맞춘
아이웨이브(i-wave) 수류시스템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4가지 맞춤 수류를 코스로 제공해 

더욱 세심하고 건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회오리 살균으로 더욱 강력해진
3단계 스스로살균

유로, 노즐은 물론

회오리 살균으로 도기 구석구석 

완벽하게 살균해 더욱 깨끗합니다

한국능률협회 선정  
16년 연속 (2003~2018)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골든 브랜드 비데 부문 1위

15
0

535507

53
5

53
2(
기
본
 적
용
되
어
 있
는
 변
좌
)

49
9(
R
타
입
 변
좌
)

BAS27-C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6회 연속 인증

(07,09,11,13,15,17년)

내 몸에 맞춰 선택하는
혁신적인 4단계 코스의 수류기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더욱 완벽하게 살균하는
회오리 살균 시스템

그린플러그
시스템

비데 대기 전력 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전력 소비기술입니다

*파워클린 브러시 헤드와 주요 부품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새 부품(1회용)으로 사용

파워클린 서비스로
비데 구석구석 깔끔하게 세척!

주요부품 교체 서비스*로
처음처럼 꼼꼼하게 관리!

1초에 60번 강력 진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클린 브러시 헤드*

파워클린 서비스로 더욱 완벽해진 코웨이 비데 하트서비스

노즐팁 교체 노즐덕트 교체 건조덕트 교체 필터 교체

교체 주기 2개월 교체 주기 4개월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2019�Yearend�Package



Client�:�혼다�모터사이클����Title�:�2019�탁상용�캘린더



Client�:�혼다코리아����Title�:�2019�NEW�PILOT�런칭�제작물

매장�디스플레이�현수막�01 시승�차량�랩핑

리플릿매장�디스플레이�현수막�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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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농심����Title�:�보노�(편의점�취식매대�)



Client�:�농심�����Title�:�카프리썬�독립매대



Client�:�농심����Title�:�웰치�독립매대



Client�:�농심�����Title�:�바몬드�카레



Client�:�농심����Title�:�둥지냉면,�후루룩�국수



Client�:�삼성전자����Title�:�삼성전자�웨스턴�돔�악세서리�VMD



Client�:�삼성전자����Title�:�삼성전자�딜라이트�샵�연출�VMD

Portfolio

POP / 연출

삼성전자 >> 2014 >> Project 2014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딜라이트샵 런칭 연출물



Client�:�삼성전자����Title�:�테블릿�아카데미�체험�키트 Client�:�삼성전자���Title�:�겔럭시�워치�전시�POP



Client�:�SK�브로드밴드����Title�:�누구�VMD Client�:�SKT���Title�:�키코�팝�VMD

POP / 연출VMD

SKT >> 2018 >> Project NUGU 스피커 거치대

Portfolio

Portfolio

POP / 연출VMD

SKT >> 2017 >> Project 안심지킴이 키코 POP



Client�:�SK텔레콤����Title�:�스마트홈�B2B�VMD�&�POP� Client�:�SK텔레콤����Title�:�NUGU�스피커�POP



Client�:�SK텔레콤����Title�:�스마트홈�진열대�



Client�:�SK텔레콤����Title�:�T�SPACE드_T월드_키즈존 Client�:�SK텔레콤����Title�:�T�SPACE드_T월드_힐링존



Client�:�SK텔레콤����Title�:�T�SPACE드_T월드_헬스케어존 Client�:�SK텔레콤����Title�:�T�SPACE드_T월드_게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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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Audi�Korea����Title�:�Service�Station� Client�:�Audi�Korea���Title�:�Digital�Lounge�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2019�Yearend�Package



Client�:�Audi�Korea����Title�:�Outdoor�Ads



Client�:�혼다코리아����Title�:�HR-V�패키지



Client�:�아우디�코리아�����Title�:�2015년�웰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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