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명의 대학생들이 말하는 
LG PC 200% 활용법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당신에게 꼭 맞는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마술처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9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LG PC 200%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PART  2
LG 울트라북

P.24	 High Quality Display
	 CASE	1		Full HD 디스플레이로 미드를 보며 영어 공부를!

P.27	 IPS Display & Dual SD Slot
	 CASE	1	고화질의 영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밝고 선명하게! 

   IPS 패널과 Full HD 디스플레이의 환상적인 궁합

	 CASE	2		노트북의 부족한 용량 걱정은 이제 그만  

P.31	 Slim & Ultralight
	 CASE	1		패션의 완성은 가방! 숄더백에도 쏙 들어가는 LG 울트라북

	 CASE	2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정한 노트북!

P.33	 Super Ultra Process
	 CASE	1		SSD로 더욱 빠르고 강력해진 LG 울트라북

	 CASE	2		동영상 편집도 빛의 속도로 빠르게! 

PART  3
LG 일체형 PC 

P.38	 Multi Touch & Windows 8
	 CASE	1	멀티 핑거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리포트 작성 Know-How	

	 CASE	2	멀티 핑거 터치스크린과 Windows 8의 만남

P.42	 Stylish Design
	 CASE	1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심플한 사이즈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CASE	2		불필요한 선을 모두 제거하여 더욱 완벽해진 디자인

	 CASE	3		키보드와 마우스의 디자인까지 생각하다.

P.46	 IPS Display
	 CASE	1	같은 이미지와 영상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IPS 패널

	 CASE	2		상하좌우 178도, 어떠한 각도에도 자신 있다.

P.49	 TV on your Desk
	 CASE	1	TV보다 더 실감나는 LG 일체형 PC, 학업 스트레스를 한방에!

	 CASE	2	PIP기능을 이용하여 PC 사용 중에도 TV시청을!

P.53	 Superb Performance
	 CASE	1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그 놀라운 속도와 성능.

	 CASE	2		끊김 없고 선명한 화질로 최신 게임을 즐긴다.

PART  1
LG 탭북

P.8	 Auto Sliding
	 CASE	1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갈 때는 ‘가볍게’ 태블릿 모드

	 CASE	2		학교의 전공 수업시간에는 ‘진지하게’ 노트북 모드

P.12	 All-Purpose
	 CASE	1		LG 탭북과 함께 전시회장에 가다. 나만의 큐레이터, LG 탭북

	 CASE	2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북’ 

P.16	 Multi Touch & Windows 8
	 CASE	1		엔터테인먼트, 교육, 라이프스타일까지 

  원하는 앱들이 모두 다 있다.

	 CASE	2		LG PC 앱으로 LG 탭북을 더욱 편하게, 더욱 안전하게

P.19	 Portability & Design
	 CASE	1	LG 탭북으로 멀티미디어를 즐기다.

	 CASE	2	LG	탭북은 나의 매니저이자 패션 아이템

 

C O N T E N T S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LG 탭북 

조영주 학생 
동덕여대 방송연예학과
최고의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로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저는 늘 공연과 행사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바쁜 일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과연 LG 탭북이 제 매니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LG 울트라북 

윤혜진 학생 
홍익대 제품디자인학과
제품 디자인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커피숍에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은 LG 울트라북이 

안성맞춤인듯해요.

LG 일체형 PC

신해리 학생  
홍익대 예술학과
홍익대 예술학과에 다니는 

신해리입니다. 예술학과는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LG 일체형 PC는 여러 

각도에서도 동일한 색상을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빨리 체험단에 

지원했습니다!

LG 일체형 PC

전명제 학생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광팬이죠. 하지만 

컴퓨터 작업을 하며 축구 

경기를 동시에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TV기능을 지원

한다는 LG 일체형 PC 

체험단에 선정되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LG 울트라북

이예솔 학생 
중앙대 경영학과
저는 공모전 매니아에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마케팅이나 광고 공모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죠. 

공모전이나 팀 프로젝트는 

주로 카페나 스터디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LG 울트라북 체험단을 

신청했답니다.LG 탭북

양갑준 학생 
고려대 법학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은 시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LG 탭북’을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었죠. 

LG 탭북 덕분에 제 하루가

많이 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LG 일체형 PC

권순호 학생,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과 수업이나 공모전 준비를 

위해 인터넷에서 광고 자료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LG 일체형 PC는 터치기능을 

지원하여 웹 서핑에 참 유용하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설레이는군요. 

게다가 눈에 확 띄는 디자인까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LG 울트라북

양효진 학생, 고려대 사회학과
제가 노트북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디자인과 무게랍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무거우면 여자들이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이죠. 체험단이 되면 먼저 LG 울트라북을 

제 숄더백에 넣어 들고 다니고 싶어요.

LG 탭북

이한솔 학생
서울대 경영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지만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마케팅에서 

디자인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LG 탭북의 터치 

기능으로 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정리해보고 

싶어요.

Profile

9명의 대학생들이 말하는 
LG PC 200% 리얼 체험 이야기

I   LG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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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노트북과 태블릿은 잊어라. 
이제는 LG 탭북이다.

접으면 탭, 누르면 북! 

노트북의 성능과 태블릿의 휴대성을 더한 컴퓨터, 

이것이 바로 LG 탭북이다.  

버튼 한 번으로 변신하는 오토 슬라이딩의 매력! 

LG 탭북의 매력에 빠져볼 시간! 

LG 탭북
PART 1

1.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오토 슬라이딩 

2. 가벼운 무게로 더욱 간편한 휴대성

3. IPS 디스플레이! 다양한 각도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4. 멀티 터치로 즐기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Windows 8 앱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Part 1
LG 탭북

LG 탭북(Z160) Review 01

Auto Sliding
화면을 가리는 태블릿의 자판과 어깨를 압박하는 노트북의

무게에 지친 그대들이여, 이제는 LG 탭북을 들어라.

오토 슬라이딩 버튼 하나면 태블릿과 노트북 모드로! 

둘의 장점만을 모았으니 만족도 역시 2배!

lg electronics 9 

Z160-GH5WK 

OS : Windows 8 

(64bit)

CPU : 3세대 

인텔®코어™ i5 

3337U 프로세서

접으면 탭, 누르면 북  

CASE 1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갈 때는 
‘가볍게’ 태블릿 모드

“LG 탭북을 처음 손에 받아 든 순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요. 실제로 체험단에 선정 

된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LG 탭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스마트폰으로 애니팡 같은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LG 탭북을 사용한 이후로는 Wi-Fi를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테더링을 이용하여 

수업 강의안을 내려 받거나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벅스 앱이나 유투브 등에서 최신 

노래나 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보기도 해요. 작지만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답니다! LTE 버전까지 

출시된다니  더 이상 Wi-Fi를 찾아다닐 필요 없겠어요!”

고려대 법학과 
양갑준	학생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한솔	학생

“전 이렇게 활용해요”

오토 슬라이딩 기능은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요 조그만 녀석에 

코어 i5가 들어갔다구요? 

믿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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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관리, 리포트 작성에 편리한 LG 탭북

“저는 디자인과 맛집을 주제로 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LG 탭북 체험단에 선정되면서 제 

블로그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따끈따끈’한 리뷰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집에 있는 데스크톱에 옮긴 뒤 글을 작성해야 했는데 LG 탭북을 사용한 이후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생생한 느낌을 담아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켜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LG 탭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해요. LG 탭북 

덕분에 이러한 작은 여유도 즐길 수 있네요.”

LG 탭북

Auto Sliding

CASE 2 학교의 전공 수업시간에는 ‘진지하게’ 노트북 모드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LG 탭북의 오토 슬라이딩 버튼을 누르는 거에요. 순식간에 

태블릿에서 노트북 모드가 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죠. 친구들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통에 오토 

슬라이딩 버튼 누르는 것을 20번 이상은 보여줬던 것 같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LG 탭북의 큰 장점은 바로 

실용성이죠. 

태블릿을 쓰는 친구들은 화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터치식 키보드 자판으로 작업해요. 키보드 

창을 올렸다 내렸다… 태블릿으로 메일을 쓰거나 리포트를 작성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제가 

다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LG 탭북은 달라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키보드가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문서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크기도 강의실 책상 위에 올려놓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일반 노트북보다 소음도 적어 강의시간에 강의안을 정리할 때 아주 

좋답니다. 저에게는 정말 딱 맞는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

#01. Auto Sliding
LCD 터치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고 

쉽게 보는 태블릿 모드와 

키보드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하는 

노트북 모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 아래로 눌러 

테블릿으로 변신
왼쪽의 버튼을 눌러 
노트북으로 변신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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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LG 탭북

LG 탭북(Z160) Review 02

All-Purpose
가벼운 무게와  놀라운 성능. 

때로는 지하철에서 음악과 동영상을 즐기고

때로는 나의 밀린 리포트까지  완벽하게 도와주는 나의 충실한 비서.

LG 탭북의 다양한 매력에 반하다.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양한 
업무까지 완벽하게

CASE 1 LG 탭북과 함께 전시회장에 가다. 
나만의 큐레이터, LG 탭북

“제 취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관이나 전시회장에 가서 작품들을 보는 것이에요.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 작가의 프로필이나 다른 작품들이 궁금해질 때가 많죠.

LG 탭북을 쓰기 전에는 스마트폰의 좁은 화면으로 검색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상당히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LG 탭북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유능한 큐레이터와 함께 

관람하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작품을 보다 작가나 작품의 정보가 궁금해지면 바로 

LG 탭북으로 검색하죠. LG 탭북의 넓고 깨끗한 화면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어때요? 제 큐레이터 꽤 괜찮죠?”

서울대 경영학과 
이한솔	학생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LG 탭북

All-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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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LG	탭북의	다양한	악세서리		*	이어폰, 스마트펜, 마우스는 별매

LG BA 이어폰 LG 스마트 펜 LG 무선 마우스파우치 (기본 제공) 

동덕여대	방송연예학과	조영주	학생

“전 이렇게 활용해요”

LG 탭북으로 보는 온라인 매거진 

“하루 내내 공연장에서 대기하다 보면 자투리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럴 때는 틈틈이 책이나 잡지를 읽는 

편이에요. 최근에 보고 싶은 잡지가 있었는데 마땅히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LG 탭북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그 잡지가 온라인 매거진으로 나와 있어서 다운을 받았어요. 예전에 친구의 

태블릿으로 e-북을 본 적이 있는데, 화면이 조금 흐릿해서 눈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 반신반의했었죠. 하지만 

LG 탭북은  달랐어요. 글씨체도 선명하고 화면의 각도가 기울어져도 화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LG 탭북으로 
책을 읽어봐야겠네요.

CASE 2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북’

“전시회장을 가면 작품 앞에서 스케치북에 스케치하시는 분들을 자주 봐요. 즉석에서 

떠오르는 영감이나 작품에 대한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저도 평소에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바로 LG 탭북이죠. 멀티 터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써도 

되지만 LG 스마트 펜을 사용하면 더 정교하게 스케치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 괜찮은 

팬시 아이템이나 카페 인테리어를 보면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기도 해요.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은 무선 마우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블로그에 올린답니다. 고해상도 화질에 멀티 

터치까지 지원하니 정말 만능 미술도구이지 않나요?”

CASE 2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북’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전시회장을 가면 작품 앞에서 스케치북에 스케치하시는 분들을 자주 봐요. 즉석에서 

떠오르는 영감이나 작품에 대한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저도 평소에 항상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바로 LG 탭북이죠. 멀티 터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써도 

되지만 LG 스마트 펜을 사용하면 더 정교하게 스케치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 괜찮은 

팬시 아이템이나 카페 인테리어를 보면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기도 해요.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은 무선 마우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블로그에 올린답니다. 고해상도 화질에 멀티 

터치까지 지원하니 정말 만능 미술도구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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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엔터테인먼트, 교육, 라이프스타일까지
 원하는 앱들이 모두 다 있다.

“LG 탭북을 사용하면서 Windows 8에 앱스토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LG 탭북의 메인 

화면에서 스토어 아이콘을 클릭하니 다양한 앱들의 아이콘이 있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게임, 교육, 라이프스타일 등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인기 있는 앱들을 검색할 수도 있죠. 

저는 심심할 때 터치 게임을 즐기기 위해 Angry Birds Space 라는 게임을 다운 받았어요. 

LG 탭북은 넓고 선명한 화질에 멀티 터치로 게임을 할 수 있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Windows 8 앱들을 하나씩 알아가려고 해요.”

멀티 터치로 즐기는 Windows 8 앱
LG 탭북(Z160) Review 03

Multi Touch & Windows 8 
LG 탭북은 단순한 태블릿이 아니다.

Windows 8의 다양한 앱으로 입맛에 맞는 컴퓨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멀티 핑거 터치 기능까지 완벽 지원!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

앱스토어에 정말

없는 앱들이 없네요

정말 유용해요.

서울대 경영학과 
이한솔	학생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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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탭북

Multi Touch & Windows 8
Part 1

Tab-Book

LG  PC 앱의 다양한 
기능 덕분에 정말 

안심이에요.

CASE 2 LG PC 앱으로 LG 탭북을 더욱 편하게, 
더욱 안전하게

“아 참, LG PC 앱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저는 원래 컴퓨터에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늘 

쓰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편이죠. 사실 여자들은 파일 복구하거나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설치했다가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컴퓨터가 느려질까봐 두렵거든요. 그런데 

LG 탭북은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LG에서 제공하는 앱들은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파일 복구, 데이터 포맷 등을 앱 하나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덕분에 안심하고     

LG 탭북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

#03. LG PC 앱(APP)

이지 스타터 컨트롤 센터 네트워크 쉐어 리커버리 센터 캐어 센터 업데이트 센터

Portability &
Design
더 가볍게, 더 아름답게.

더 좋은 컴퓨팅을 위한 LG의 끝없는 노력의 결정체 !  

2013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LG 탭북.

LG 탭북(H160) Review 04

Part 1
LG 탭북

H160-GV3WK  

OS : Windows 8 (32bit)

CPU : 인텔 ATOM 듀얼 코어 

Z2760 프로세서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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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ility & Design

더 가볍게, 더 아름답게
디자인이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놀랍네요.

CASE 2 LG 탭북은 나의 매니저이자 패션 아이템
“LG 탭북을 쓴지 이제 2주일이 다 되어가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일상에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대학로에서 연극도 하고 있고 결혼식이나 다른 축하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럴 때 LG 탭북이 많은 도움이 돼요. 

이동하면서 대본 확인이나 스케줄 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연극 

연습이나 리허설을 할 때 내장 카메라로 녹화하여 동료들과 함께 모니터링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LG 탭북의 디자인은 참 매력적이에요. 심플한 블랙&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도 눈에 띄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탐내는 친구들이 꽤 많답니다.”

CASE 1 LG 탭북으로 멀티미디어를 즐기다.
“LG 탭북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동 중에 LG 탭북은 무료함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친구이죠. 특히, 공연 시작 전후에 

진행되는 스트레칭 시간에도  LG  탭북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LG 탭북으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 동영상을 보며 자세를 익히곤 해요.”

블랙&화이트의 
조합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동덕여대 
방송연예학과
조영주	학생

LG전자에서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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