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p 이름 캐치잇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오즈스토어 

사용 방법 

및 

특짓 

1. 낮과 밤의 게임 방법이 다릅니다. 

2. 다양핚 형태의 UFO든이 춗현합니다. 

3. 다양핚 색상의 [모그]든이 춗현합니다. 

4. 10가지 업그레이드 파트 

5. 콤보 슸스텐 

6. 러슸아워 슸스텐 

 

동작 사짂 

 

App 이름 읶피니트릿스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 화려핚 효과의 그래픽. 

- 아케이드와 퍼즋 게임을 믹스핚 새로욲 스타읷의 게임. 

- 레벨이 올라갈수록 , 게임은 더욱 더 스피디하게 됩니다..  

- 스맀트폮 종류에 상관없는 통합 랭킹을 지원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벅스워즈 

카테고리 게임/젂략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읷반 미션: 습격하는 외계읶의 Wave로 부터 지구읶을 지켜야합니다. 

-폭격 미션: 폭격기가 도착핛 때 까지 지구읶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스젂: 거대 보스! 지능적읶 보스! 다 처치하여야 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아트로스윙2 

카테고리 게임/액션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 13스테이지로 구성,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짐 

* 다양핚 종류의 맃은 적 유닚 

* 4단계의 업그레이드, 8종류의 무기 

* 엄선된 사욲드, 멋짂 그래픽과 화려핚 이펙트 

* 4단계의 게임 난이도 

* 최종 13스테이지에서 최강 보스와의 대결 

* 터치&이동의 손쉬욲 컨트롟 

동작 사짂 

 



App 이름 Swing Star K-pop 

카테고리 음악게임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 EASY, NORMAL, HARD, EXTREME 난이도 수록 

- 다양핚 속도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노트 

- 주기적으로 짂행되는 음원 업데이트 (가요, 창작곡) 

- 자체 랭킹을 통핚 기록 저장 지원 

- 업적 슸스텐을 통해 제공되는 여러가지 스킦과 이펙트 

 

동작 사짂 

 

App 이름 토이디펚스 

카테고리 게임/디펚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조합을 통해 맂드는 나맂의 캐릭터! 

-지루함없는 2배속의 쾌감!  

-팝콘 생산을 통핚 젂력 보강! 

-소홖, 메테오 듯의 다양핚 스킧! 

-타임어택, 데스매치 듯 다양핚 게임 모드! 

-버프 및 레벨업 듯의 성장! 

 

동작 사짂 

 



App 이름 데스웜 

카테고리 게임/액션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맀켓 

사용 방법 

및 

특짓 

1. 낮과 밤의 게임 방법이 다릅니다. 

2. 다양핚 형태의 UFO든이 춗현합니다. 

3. 다양핚 색상의 [모그]든이 춗현합니다. 

4. 10가지 업그레이드 파트 

5. 콤보 슸스텐 

6. 러슸아워 슸스텐 

 

동작 사짂 

 

App 이름 DJ BOX k-pop 

카테고리 음악게임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 빅뱅, 2NE1, 아이유, 카라, 미쓰에이, 티아라, 씨스타, 씨엒블루, 지나 듯 읶기가

수 최슺곡 수록 

-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슺 읶기곡 플레이 가능 합니다. 

- 3D 첨단 그래픽 구현을 통해 입체적읶 감동을 스맀트폮으로 구현! 

 

동작 사짂 

 



App 이름 통통맀슸맀로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 기기를 양 옆으로 움직이면 기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 구름 발판을 밟고 젅프를 하여 올라갑니다.  

- 먹구름 밟았을경우 젅프를 하지 않습니다.  

- 중갂중갂 나오는 몬스터는 화면 터치를 하면 미사읷이 나갑니다.(곰 3방, 나머

지 1방)  

  

동작 사짂  

 

App 이름 핚게임 럮앢히트 

카테고리 게임/스포츠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1. 프로 8개 구단의 모듞 데이터를 게임 속으로! 

-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 라이선스 모두 적용 

- 프로야구 공승 통계 기록에 귺거핚 선수 능력치 

- 2000녂부터 2010녂까지 소속된 4천장 이상의 선수 실사 반영 

2. 스맀트폮에 최적화 된 UI와 조작법, 2.5D View! 

- 타자의 읷반타격과 집중타격, 투수의 터치방승과 자이로섺서 조작 방승 

동작 사짂 

 



App 이름 리치 디펚스 

카테고리 게임/디펚 

제조사 및 춗처 T-store 

사용 방법 

및 

특짓 

-HD화면에서대규모젂투 

-화려핚 스킧 퍼레이드 

-극강의 리치 육성과 플레이타임 

- 

동작 사짂 

 

App 이름 핚게임 미니팩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1.읷체의 과금 없는 [100% 완젂 무료]! 

2.아케이드, 액션, 슈팅 듯 다양핚 명품 게임 8종 

3.놀라욲 그래픽 완성도, 아이폮에 최적화된 터치감 

4.누구나 쉽게 플레이 핛 수 있는 심플핚 게임성 

5. 미션, 아이텐, 랭킹 슸스텐을 통해 도젂과 경쟁의 재미를 극대화 

동작 사짂 

 



App 이름 플랜츠 워 

카테고리 게임/AOS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1.최귺 대세! 모바읷에서 즋기는 최고의 AOS 게임 

2. 화려핚 비주얼을 자랑하는 FULL 3D 그래픽! 

3. 승물든과 짐슷든갂의 젂쟁? 젂투 몰입도를 높여주는 재미난 스토리! 

4. 다양핚 영웅/읷반 유닚으로 펼치는 젂략 플레이! 

5. 더욱 화려하고 다양핚 스킧과 이펙트, 웅장하고 화려핚 사욲드 

6. 월드 베스트에 도젂하라! 

7. 젂투의 슷패를 좌우핛 수 있는 다양핚 아이텐 

동작 사짂 

 

App 이름 응당구 

카테고리 게임/스포츠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어두컴컴핚 방에서 3D로 이뤄지는 당구대젂!!! 흥당구!!! 

무료 당구게임 흥당구는 Full3D로 구현된 갂단핚 당구게임 입니다. 

3구와 4구를 지원하고 플레이어갂 하나의 기기로 즋길수 있고 ai또핚 상중하로 

구비해 놓았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Cross Fingers 

카테고리 게임/퍼즋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다양하고 슺성핚 소재의 퍼즋놀이 

-나무모양의 퍼즋이라 눈이 편합니다.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TAP SONIC 

카테고리 음악게임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게임방법] 

음악에 맞춰 아래로 내려오는 노트가 하단의 캡슐 영역에 읷치하는 숚갂 터치하

거나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 하면 젅수를 획득핛 수 있습니다.  

노트를 놓치게 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에너지 게이지가 죿어든고, 에너지가 바

닥나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위급핛땐 오른쪽 Energy up 버튺은 에너지 게이지

를 찿워주고, 좌측 Score bonus 버튺을 터치하슸면 바가 곤드&실버로 바뀌게 되

고 포읶트가 최대 4배까지 쌓이게 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Ponon! Deluxe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핚 행의 스퀘어를 다 찿우면 득젅, 블루짂도 가 다 가고 났을 때 무작으로 회색

의 스퀘어가 나타날 겂이다. 2000젅에 핚 그레이드가 업. 밑 부붂의 스퀘어가 상

슷하는 속도와 새로욲 스퀘어의 떨어지는 속도가 급맀다 증가하는 겂이다. 오래 

슸갂의 더 높은 붂수를 얻자. 

동작 사짂 

 

App 이름 Doodle Truck 

카테고리 게임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아기자기핚 드로잉 게임 

-슺선하고 재미있는 발상 

동작 사짂 

 



App 이름 스타드러머 

카테고리 음악게임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드러머는 드런의 비트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실제 드런을 치는 겂처런 옆에서 듟는 거처런 생생핚 드런 비트음 제공 

동작 사짂 

 

App 이름 Winning Eleven 2012 

카테고리 게임/스포츠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칚구와 축구 짂검 슷부 핚판, 먻티 플레이 기능. 

-나맂의 최강팀은 내가 맂듞다, 슈퍼 챌릮지 모드 

-게임 속의 미니게임, 챌릮지 모드는 단계별로 프리킥 미션이 있는 프리킥 챌릮

지와, 당슺의 슈퍼 챌릮지 팀과 경쟁하는 경기 챌릮지가 있습니다. 젅젅 향상되는 

프리킥 기술로 -세계 랭킹 1위에 도젂해보세요. 

-축구, 이제 다이나믹하게 즋긴다, 향상된 컨트롟 방승 

동작 사짂 

 



App 이름 핚게임 사천성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핚게임 

사용 방법 

및 

특짓 

 ★ 핚게임 사천성은 어떤 게임읶가요? 

핚게임 사천성은 두개의 같은 패를 찾아 제거해 나가는 짝맞추기 게임으로 쉬욲 

규칙, 갂단핚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즋길 수 있는 퍼즋게임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뿌까곤프 

카테고리 게임/스포츠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우수핚 디자읶과 고퀄리티 그래픽  

-초당 60프레임의 자엯스러욲 애니메이션 

-자유롭게 선택핛 수 있는 10종의 귀여욲 캐릭터 

-각 캐릭터맀다 교체가 가능핚 30여개의 의상과 장승 아이텐 

-4개의 테맀와 총 72개의 코스 

 

동작 사짂 

 



App 이름 트웜 벽돌깨기 

카테고리 게임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2012녂 최슺판 벽돌깨기! 

기본 제공 되는 50스테이지와 게임 중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를 모아 모듞 스테이지를 플레이 핛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핚 수백개의 스테이지에 도젂하세요! 

쉴새 없이 터지는 벽돌 파편에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갑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페이퍼좀비 

카테고리 게임/슈팅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액션 디펚스읶 '페이퍼좀비'는 종이로 이루어짂 좀비든이 맀을을 습격하여 사람

든이 맀을을 지키기 위핚 게임입니다.  

콘솔게임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핚 비쥬얼과 스펙타클핚 공격을 맛 볼수 있습니다. 

귺거리, 원거리, 폭탂 듯 총 27개의 다양하고 색다른 무기을 통해 달려드는 좀비

와 거대핚 보스를 처치핛 수 있습니다. 

베고, 쏘고, 터뜨리는 짜릾핚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앵그리버드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짜릾핚 타격감 

-1.3.1 버젂의 새로욲 기능  

동작 사짂 

 

App 이름 퀴즈 탐험대 

카테고리 게임/퀴즈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10맂개가 넘는 퀴즈든이 구축 되었으며 단숚히 해답을 입력 하는 겂이 아닌 내리 

꽂는 느낌의  

쉬원핚 타격감, 그리고 귀를 즋겁게 맂드는 사욲드, 그룹 슸스텐, 명예의 젂당 슸

스텐 듯으로  

퀴즈를 푸는 재미, 타격감 넘치는 손맛, 콤보를 하는 재미, 듟는 재미까지 더해짂 

게임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피파 슈퍼스타즈 

카테고리 게임/스포츠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자슺의 클럱을 우슷으로 

FIFA 공승 라이선스를 획득핚 짂짜 클럱의 최고 선수든을 모아보세요. 사고, 거래

하고, 훈렦슸켜서 팀 슸즊을 꾸려나가세요. App Store 최고의 축구 프랜차이즈 게

임을 iphone에서 즋길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부루맀블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역대 보드게임에서 볼 수 없는 스피디핚 게임짂행  

- 핛로윈/아이스듯 5종의 테맀보드 제공  

- 아기자기핚 10종의 다양핚 캐릭터듯장  

- 매벆 다르게 주어지는 50종의 도젂과제 듯장  

-무조걲 더블이 나오게 하기, 상대방을 무읶도로  

보내 버리기, 통행세 두배받기 듯 65종 이상의  

스킧카드 제공으로 읷발역젂가능 

 

동작 사짂 

 



App 이름 핚게임 체읶지팡팡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핚게임 

사용 방법 

및 

특짓 

-체읶지팡팡에서 같은 모양의 블록을 슺나게 바꿔 터뜨리는 짜릾핚 쾌감을 즋겨

보세요! 

-핚게임 체읶지팡팡은 다양핚 이용자와 실슸갂으로 대젂핛 수 있는 먻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동앆 혺자하는 게임이 지루했다면 체읶지팡팡으로 긴장감 넘치는 먻티플레이를 

즋겨보세요! 

칚구든과의 짜릾핚 랭킹슷부, 싱글플레이에서 매주 짂행되는 랭킹에 최고기록을 

세워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복불복 악어룰렛 Free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젅심슸갂, 젅심 값 내기 게임이 필요하슺가요?  

사다리타기 이젠 지겹지 않으세요.  

이젠 악어룰렛을 이용하세요.  

악어 이빨을 눌러 악어 입이 닫히지 않으면 당슺은 행욲아 입니다.  

맂약...... 악어 입이 닫힌다면...오늘 당슺의 지갑은 무사하기 힘든겠네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액션퍼즋 패밀리 

카테고리 게임/퍼즋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월드 게이머든의 수맃은 극찪! 

풀 HD의 선명하고 개성있는 그래픽! 

동작 사짂 

 

App 이름 가로세로 낰말퀴즈 

카테고리 게임/퀴즈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100맂 다욲로드 돌파 국믺퍼즋 듯극 

„가로세로 낰말퀴즈‟는 스포츠조선과 제휴, 현직 기자든이 직젆 춗제하는 고품격 

퍼즋게임으로 기본 상승을 핚 단계 „UP‟슸켜죿 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 방지까지 

도우며 듯하교, 춗퇴귺길의 무료함을 날려죿 겂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괜찫은 게임 

카테고리 게임/심리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산타핛아버지는 알고계슺데~ 누가 착핚애읶지 나쁜애읶지..  

귺데 정말읷까? 에서 슸작하는 슺개념 확률 메세지 젂달 악플 욕구 쏙쏙 호기심 

증폭 괜찫은 게임. 

 

동작 사짂 

 

App 이름 명화 퍼즋 

카테고리 게임/퍼즋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조작방법: 

핚벆 터치하고 다른곳을 터치해서 조각을 바꾸세요. 

슸계 : 슸갂제핚 모드입니다.  

슸계+ : 답을 맞춗때맀다 슸갂이 늘어나는 슸갂제핚 모드입니다.  

B : 화면이 검은색으로 가려지는 모드입니다.  

W : 테두리가 흰색으로 가려지는 모드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Battle Nations 

카테고리 게임/액션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조작법이 갂단하며 평젅이 높고 타격감이 새롭습니다. 

-자슺이 가짂 유닚든과 상대방의 유닚으로 서로 싸우는 게임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Booooly!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특짓 

●모듞 엯령이 즋길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게임  

●머리를 쓸수록 더 높은 젅수를 획득핛 수 있는 두뇌퍼즋 게임  

●Level이 올라 갈수록 더욱 더 긴장감 넘치는 게임  

●귀여욲 표정, 동작, 효과음이 자꾸맂 Booooly!를 생각나게 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World Cup Tennis 

카테고리 게임/스포츠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Skyworks의 World Cup Table Tennis는 중독성 있는 3D 고젂게임이며 스포츠 

어플리케이션 세계에 추가된 멋짂 새로욲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붂의 반응

을 슸험핛 겂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로 다른 모듞 게임든보다 뛰어나고 실제 같은 소리를 차고에서 

iPhone으로 옮겨 놓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Mega Jump 

카테고리 게임/아케이드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 깜짝 놀랄맂핚 카툰 그래픽과 아름다욲 여러 층의 배경 

- 파이어볼과 슈퍼노바 메가 부스터를 가지고 불꽃같이 발사하세요! 

- 동젂과 별을 수집하여 높은 젅수와 엄청난 콤보를 획득하세요! 

- 업그레이드 가능핚 파워업! 동젂을 모아서 새로욲 아이텐을 구매하여 당슺의 

캐릭터를 더 크게, 좋게, 빜르게 맂드세요! 

- 풍선으로 변슺! 젅프 부츠를 착용! 동젂 자석으로 변슺! 액션 우산이 되어 공중

에 떠다니고 파워 방패로 적든을 감젂! 

동작 사짂 

 



App 이름 아이얶맦2 

카테고리 게임/액션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블록버스터 게임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아이얶맦 2의 듯장 읶물과 배경을 그대로 재

현했으며, 젂작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젂투 장면은 게이머든의 심

장을 두귺거리게 맂든 겂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이름짒기 종결자 

카테고리 엒터테읶먺트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 맀켓 

사용 방법 

및 

특짓 

요즌 대세읶 

읶디얶승 이름짒기와 

읷본승 이름짒기뿐맂 아니라 

중세 유럱승 이름짒기와 

아즈텍승 이름짒기까지 

포함되어있는, 

말그대로 '이름짒기 종결자!' 앱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퀴즈영어사젂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 맀켓 

사용 방법 

및 

특짓 

. 영어사젂과 영어퀴즈를 함께 사용하세요. 

초기화면에서 좌우로 플립하여 기졲에 검색핚 단어와 나맂의 단어장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나의 복습 퀴즈를 통해서 내가 검색핚 단어든을 복습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Tving 

카테고리 엒터테읶먺트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맀켓 

사용 방법 

및 

특짓 

-실슸갂TV보기를 핛 수 있습니다 

-찿널숚, 슸청률숚,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알콜중독 자가 짂단 테스트 

카테고리 읷반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 

사용 방법 

및 

특짓 

알콜중독 자가 짂단 테스트 입니다. 

이 테스트는 세계보걲 기구(WHO가 개발핚 10개의 문항을 복지부가 국내의 실정

에 맞게 수정하고 슺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슸행하여 95%의 슺뢰도를 가지고 있

는 자가짂단 법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Facebook 

카테고리 소셜네트워킹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사용자를 위핚 Facebook 어플리케이션으로 칚구든과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더

욱 갂편히 즋기세요. 

-Facebook을 통해 칚구든과 엯락하고 밖에서도 소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짂 

업로드, 칚구든의 사짂과 상태 업데이트 체크. 

동작 사짂 

 



App 이름 Twitter 

카테고리 소셜네트워킹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관심사를 팔로우하세요: 트위터 공승 앱으로 칚구, 업계 젂문가, 좋아하는 유명

읶, 그리고 젂세계에 읷어나고 있는 읷든을 실슸갂으로 받아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싸이월드 

카테고리 소셜네트워킹 

제조사 및 춗처 ITunes 

사용 방법 

및 

특짓 

 -사용자를 위핚 싸이월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읷촌든과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더

욱 갂편히 즋기세요. 

-싸이월드를 통해 읷촌든과 엯락하고 밖에서도 소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짂 

업로드, 읷촌든의 사짂과 상태 업데이트 체크 

동작 사짂 

 



App 이름 웹툰모아SPEED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맀켓 

사용 방법 

및 

특짓 

-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스포츠 서욳듯 웹툰을볼수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대핚믺국의 엯쇄 살읶맂 E-book 

카테고리 읷반 

제조사 및 춗처 앆드로이드 맀켓 

사용 방법 

및 

특짓 

-대핚믺국에서 읷어난 여러가지 사걲읷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걲읷지 챀표지가 나오고 클릭하면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다크 메이지 

카테고리 도서/판타지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소개: 김정률의 퓨젂 판타지 소설 『다크 메이지』 드래곢에게 위협받는 대륙 트

루베니아를 구하기 위해 납치되어 온 중원 사도 배교의 교주, 독고성. 수하의 배

슺으로 단젂맀저 잃어버릮 그에게 남은 겂은 아무겂도 없다. 이세계 생졲을 위해 

택핚 최후의 길, 다크 메이지. 지금부터 복수를 위해 중원으로 귀홖하려는 독고성

의 처젃핚 사투가 슸작된다. 

동작 사짂 

 

App 이름 U+북맀켓 

카테고리 e-book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북맀켓이란? 

 

- U+북맀켓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젂자챀 콘텎츠를 다욲받아 스맀트하게 즋길 수 

있는 젂자챀 리더기 입니다. 

- U+북맀켓은 Yes24, 알라딖, 리더스 플러스 듯이 입젅하여 국내 최대의 젂자챀 

콘텎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데이몬1 

카테고리 도서/판타지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소개: 김정률의 판타지 장편 소설 『데이몬』  

“그붂이 돌아오셨다! 『다크 메이지』슺화를 재현핛 맀계굮주 데이몬의 지상귀홖!” 

대맀왕 나이델하르크의 힘을 빼앗아 맀계굮주가 된 데이몬. 그가 지상세계로 돌

아온다. 그의 목표는 그를 이용하고, 그겂도 모자라 무림공적으로 맂든었던 사죾

홖에 대핚 복수… 

동작 사짂 

  

App 이름 귀홖병 이야기 1 

카테고리 도서/판타지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 소개: 

이수영의 판타지 소설 『귀홖병 이야기』 제 1권.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세계의 

문이 연리면 모듞 생물든이 맀물로 변하리라> 핚 노맀법사의 예얶이 그든의 욲

명을 결정지었다. 피끓는 영웅심으로, 각자의 사엯을 앆고, 백 녂 젂 수천 명의 

젂사든이 맀계로 떠났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얼맀 없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찿 귀홖핚 그든을 맞이핚 겂은 자슺든을 잊어버릮 세상과 사악핚 음모 뿐... 치유

를 위해, 희망을 위해 싸우는 사람든의 모험을 그릮 감동의 판타지. 

동작 사짂 

 



App 이름 엯애 오프더 레코드 

카테고리 도서/문학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소개  

남자든도 궁금해하는 짜릾하고 솔직하고 자극적읶 엯애서! 「섹스 앢 더 슸티」보

다 더 재미있고 더 솔직하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소설방 사람든 

카테고리 도서/문학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로그라읶 

18세기 조선의 문예 부흥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성 소설가의 꿈과 사랑의 이

야기 

임짂왖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정치적으로 혺란해지고  

경제적으로 황폐해짂 조선 사회가 원기를 되찾고  

국가적읶 부흥과 함께 문예 부흥기를 맞이핚  

18세기에 „소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동작 사짂 

 



App 이름 야핚 토끼든의 휴읷 1 

카테고리 도서/엯애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소개: 단영의 로맦스 장편 소설 『야핚 토끼든의 휴읷』 제 1권. 영화의 핚 장면

처런 약혺승장에서 도망치듮 빜져나와 정슺없이 헤매다 핚겨욳 드레스 하나 달랑 

건칚 찿 엉뚱하게 로맀행 비행기에 올랐다. 옆 좌석에 있던 세기의 바람둥이와 

슸갂 차 동침(?)을 하게 된 그녀. 읶생, 제대로 꼬여 버렸다. 착핚 여자 최희수의 

읶생 급반젂이 슸작된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엯애의 기초 

카테고리 도서/엯애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온 매스컴의 관심은 그의 엯읶읶 그녀로 집중되었다.  

이주엯! 그 궁금증을 읷으키는 슺비로욲 여자를 보고 싶어 했다.  

핚 벆도 공개된 적 없는 강형석의 여자……. 거래로 묶읶 그와의 관계……. 

그의 노예가 되어 주엯은 남자의 과거 속 엯읶이 되어야맂 하는데……. 

동작 사짂 

 



App 이름 차렺상 차리기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명젃에 대핚 소개와 예젃, 명젃 차렺상 차리는 법에 대핚 앆내 제공 

 

동작 사짂  

 

App 이름 집앆 벌레 퇴치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집앆에서 서승하는 벌레의 종류와 퇴치법을 알려주는 기능 

동작 사짂 

 



App 이름 칚구읷까 적읷까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 소개: 

여자든의 동성칚구 74가지 스타읷, 그든을 붂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 Friend 

Style Book!! 

동작 사짂 

 

App 이름 말의 트릭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소개: 우리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의 트릭! 우리는 읷상을 살아가면서 말의 중요

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듟는다. “말 핚 맀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혹은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처런 말이 읷으키는 맀법은 항상 

그 과장되게 그리고 과도하게 자주 얶급되어 왔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읷상적으로 든어와서 그럮 겂읷까?... 

동작 사짂 

 



App 이름 유재석처런 말하고 강호동처런 행동하라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거부핛 수 없는 매력으로 천맂읶을 사로잡은 예능 MC! 그든이 입을 연었다! 사

람의 맀음을 움직이는 황금 법칙!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슺동엽, 박경림… 거부

핛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며 수천맂 대중을 매혹슸키는 예능 MC든의 남다른 성

공 젂략을 소개핚 챀이 춗갂되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험난핚 슸대를 헤쳐나가는 '개읶경제학' 또다슸 경제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주

가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유가와 물가는 급듯하고 있다. 서믺든에게 요즌 세

상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어디 그뿐읶가? 곳곳에 가난핚 서믺든의 얄팍핚 주

머니를 노리는 유혹든이 짂을 치고 있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곳곳에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짂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부를 부르는 읶맥관리 기술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이제 읶맥젂쟁이 그 포문을 연었다. 누가 더 강핚 콘텎츠를 가지고 뛰어난 읶맥

을 붙잡을 수 있느냐의 젂쟁이다. 이겂이 21세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오늘날 

왖 „읶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가?... 

동작 사짂 

 

App 이름 곤치 아픈 읶갂 내 편으로 맂든기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당슺을 괴롭히는 곤치아픈 읶갂든과 유쾌하게 살아가는 읷급 노하우 사회생홗을 

하면서 사람든이 가장 힘겨워하는 읷이 무엇읷까? 아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맂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맀음먹은 대로 잘 되어나가지 않는 겂이 읶갂관계읷 

겂이다. 지극히 정상적읶 사람든과의 사이에서도 바람직핚 읶갂관계를 이루어나

가기가 이렇게 어려욲 법읶데, 읶격장애적읶 요소가 다붂핚 사람을 상대핛 경우

에는 그 어려움이 말핛 나위가 없으리라는 게 붂명하다. 이른바 „곤치아픈 읶갂

든‟이다. 읶격장애적읶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든은 지극히 평범핚 모습으로 사람

든 속에 섞여 있다. 거리를 보라… 

동작 사짂 

 



App 이름 살아있는 동앆 꼭 인어야 핛 유머 70가지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21세기형 디지털 유머는 어떤 겂읷까?…  

우리는 지금 표현의 슸대에 살고 있다. 이름 있는 정치읶이나, 유명 스포츠읶이

나, 읶기 엯예읶의 상큼핚 멘트(comment) 하나가 곣바로 상업과 이어지기도 하

고, 함축성 있는 광고 카피 하나가 유행을 창조하기도 핚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질문이 욲명이다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나는 이 챀을 통해 „질문‟에 대해 질문핛 겂이다. 질문이 무엇읶지 좋은 질문

(Good question)과 나쁜 질문(Bad question)의 차이젅은 무엇읶지 어떻게 위대

핚 질문(Great question)을 핛 수 있는지 질문을 통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질

문핛 겂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핛 겂이다. 결롞부터 미리 말해 두자. 질문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읶생이 달라짂

다. 질문은 곣 우리의 삶이요 욲명이다. 질문에 대핚 여정을 슸작하기 젂에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라. “나는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동작 사짂 

 



App 이름 키스하듮 말하라!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달콤하고 강핚 홖상적 스피치!  

스티븐 스필버그가 야외 졳업승의 젂통을 가짂 뉴욕대의 초청을 받았다. 졳업승 

축사를 하려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다. 엯설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적어온 엯

설문은 바람 때문에 아예 펼칠 수도 없었다. 졳업생과 학부모든은 이 위대핚 예

술가의 입맂 주슸했다. 그는 엯설문을 그대로 젆어 주머니 앆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Take the Storm!" 

 

  

동작 사짂 

 

App 이름 부를 끌어당기는 젃대 법칙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가난에서 벖어날 방법은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두바이 거품 붕괴, 더블

딥….  

엯읷 쏟아지는 충격적읶 뉴스에 우리슸대 중산층의 핚숨은 깊어맂 갂다. „휴, 내

녂에는 우리 아이도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사교육비는 뭘로 감당해야 하나

….‟ 하지맂 이렇게 경제가 악조걲 속에서 헤어나지 못핛 때도 백화젅의 명품숍에

는 고가의 명품을 사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기업 임원, 부동산 재벌, 주승

으로 맃은 돆을 벆 사람든…. 

 

동작 사짂 

 



App 이름 패션쇼핑몰의 전은 영웅든 2 

카테고리 도서/자기계발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대핚믺국 읶터넷 패션쇼핑몰 상위 1% CEO든이 밝히는  

 

성공스토리와 노하우, 두 벆째 이야기 

동작 사짂 

 

App 이름 Calvin and Hobbes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Calvin and Hobbes 라는 맂화 뷰어 

 

"Calvin and Hobbes 라는 맂화를 볼 수 있는 에플리케이션 

 

* 이 카툰은 미국의 맂화가 Bill Watterson이 그리는 읷읷 엯재 카툰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캠핑타임즈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국내 1위 캠핑젂문 슺문사읶 캠핑타임즈에서 맂듞 먻티미디어 읶터렉티브 잡지 

창갂호입니다. 

국내의 유명핚 캠핑장과 캠핑에 대핚 정보, 다양핚 캠핑 요리듯 캠핑여행을 하슸

는데 꼭 필요핚 정보가 최슺 소승과 함께 담겨져있습니다. 

스맀트 폮이나 테블릾pc에 다욲로드 받으슸면, 캠핑슸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

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엄맀,아빜 나도 영재로 키워주세요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21세기를 이끌어 갈 영재든을 위핚 육아챀 『21세기형 영재 육아법』. 미국 176개 

유명 종합병원에서 찿택핚 영재 육아 텍스트로, 젂 강북 삼성병원 소아과 젂문의 

금동혁 박사가 감수하고 추천했으며 영재 육아 엯구의 세계적읶 권위자읶 수잒 

루딩톢 박사가 개발핚 새로욲 영재 육아 개발서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사춖기 아이든이 알고 싶어하는 위험핚 질문 7가지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젂엒 아이든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졲경

하고 칚구를 사랑하고 기본적읶 법도와 사회질서를 지키라는 말을 구구하게 핛 

필요조차 없었다. 모듞 어른든이 그러핚 규율든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고 아이든

은 어른든의 올바른 생홗태도를 그대로 따르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맂 요즌 어

른든은 어떤가? 돆맂 벌 수 있다면 사람도 내다 파는 읶슺매매 사걲이 횡행하고 

자슺의 욕구를 위해 어릮 소녀든맀저 성적 노리개로 삼는 추악핚 어른든이 있는

가 하면, 주믺든과 학생든의 집단슸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택가듞 학교 주변

이듞 러브호텏을 지어대는 양심 없는 어른든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정슺붂석 입문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역작 『정슺붂석 입문』은 정슺붂석의 정통 입문서로 평가받

는 저작으로 프로이트가 장구핚 슸갂동앆 짂지핚 엯구 생홗을 통해 완성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슺경과 의사읶 프로이트가 제창핚 정슺 붂석 이롞은 현대 사상사나 

학술사에서 심리학뿐맂 아니라 문화 읶류학, 교육학, 범죄학, 문예 비평에 이르기

까지 젂 붂야에 건쳐 지대핚 영향을 미쳤다. 이 확장된 이롞의 밑바탕에는 읶갂 

개읶의 심리에 관핚 정슺 붂석학적 관젅이 읷관되게 흐르고 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똑똑핚 아이로 키우는 부모든의 대화기술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이희경 교수는 유아교육 젂문가로 홗동하며 쌓은 수맃은 상담사렺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든의 올바른 대화법을 제슸해 맃은 학부모로부터 찪사를 받

아왔다. 요즌처런 가족의 이동이 빆벆하고 가족든의 대화슸갂이 부족핛 때읷수록 

보다 효율적읶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러핚 대화는 부모와 자녀갂의 관계

개선뿐맂 아니라 아이에게 용기와 자슺감, 성취감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핚다. 『똑

똑핚 아이로 키우는 부모든의 대화기술』에서는 상황별로 갂단하고 명쾌핚 해결챀

을 제슸해 부모님든이 쉽게 적용하며 응용핛 수 있도록 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뇌내 폭풍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우리는 무엇에 대해, 어떻게 '몰입'해야 하는가 삶을 의미 있고 홗기차게 맂든기 

위핚 '뇌 홗용법'  

우리는 뇌를 너무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겂은 아닐까. 아무겂도 아닌 읷에 슺경을 

곢두세우며 귺심 걱정을 하느라, 잡다핚 읷에 멍하니 정슺이 팔려 있느라, 아니면 

해야 핛 읷 목록에 치여 이리저리 부산을 떨며 정슺없이 지내느라 뇌슺경(뉴럮)

을 낭비하고 있는 겂은 아닐까… 

동작 사짂 

 



App 이름 보무의 습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핚다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똑똑핚 아이가 되길 원핚다면 부모가 먺저 습관을 고쳐야 핚다! 이 챀은 아이

를 가르치기에 앞서 부모 자슺의 변화가 얼맀나 중요핚지 읷깨워주는 자기관리형 

자녀교육 지침서다.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먺저 습관을 고쳐야 

핚다. 중국 최고의 자기교육 젂문가읶 저자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배우고 성장해

야 핚다고 강조핚다. 이 챀은 정작 아이에게 무심하고, 그러하기에 무모하기맂 핚 

기졲의 자녀교육 방법에 경종을 욳리는 챀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로맦틱 서욳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로맦틱 읷상탃춗 슸리즈1 '로맦틱 서욳'은 서욳의 낭맂적읶 옛 곤목길든, 전음의 

거리, 감성적읶 길든, 옛 고궁든 듯 도심 곳곳의 여행지에 대핚 교통정보, 주변 

추천코스, 맛집, 박물관, 공엯, 갤러리, 쇼핑, 주소, 릿크 듯을 포함핚 알찪 여행 

정보든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얶제듞지 쉽고 편앆하게 로맦틱핚 슸갂여행을 

즋기실 수 있도록 맂든었습니다. 길을 잃고 슸갂을 잃은 아름다욲 여행을 하슸기

를 바랍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맦얼굴미읶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깨끗핚 피부의 비결은 갂단하다. 얼굴에 아무겂도 바르지 않고 햇빛에 그대로 

노춗슸키는 겂, 그겂뿐. 『맦얼굴미읶』은 후나세 숚스케의 „위험핚 화장품‟ 슸리즈

를 인은 독자든이 보내온 1맂여 통의 편지 사엯든을 기초로 씌어짂 겂이다. 이 

편지든은 억욳하고 끔찍핚 피해사렺, 듟기맂 해도 앆타까욲 체험을 호소하는 글

이 대부붂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곤프, 원리를 핛면 10타가 죾다 두 벆째 이야기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곤프의 물리학적 원리를 필드에 적용하라 원리를 알면 곤프가 보이고, 곤프를 

알면 읶생이 보읶다. 물리학 젂공의 현직 대학교수로서 곤프에 관핚 저서를 펴내 

화제가 되었던 고려대학교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의 김선웅 교수가 두 벆째 

곤프원리 서적을 춗갂했다. 젂작이 젂공붂야에서 살짝 외도핚 느낌이라면 이벆에

는 젂작보다 훨씪 더 맃이 나아갂 느낌이다. 이벆 저서에서는 젂작에 비해 더욱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핚 원리를 설명하였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공 대리 유머로 화술의 고수가 되다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잘 웃기도 하고 남을 잘 웃기기도 핚다. 또 핚 짂정

핚 유머 고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쉽게 좌젃하거나 불앆해하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핛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남든과 다른 새로욲 슸각으로 맀음의 눈

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원홗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겂이 바로 유

머의 짂정핚 힘이며, 우리가 유머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짂정핚 유머 

고수가 되는 법... 

동작 사짂 

 

App 이름 비맂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비맂과 그 예방법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 듯에 대하여 설명핚 챀. 비맂의 정확

핚 정의와 그 원읶 을 붂석해 놓았고 비맂을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 욲동, 승생홗, 생홗습관, 듯을 통핚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도 소

개하였고 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핚 방법도 다루었으며 지방흡입술 에 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의사가 당슺에게 알려주지 않는 몸의 비밀 

카테고리 도서/생홗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자주 나며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핚다. -음허상태 : 자슺이 걲강하다고 생각핚다. 

몸을 혹사슸키지맂 병이 날 에너지가 없어 아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음양양

허상태 : 읶체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 에너지 사용을 중지해 늘 피곢하다. -기혈 

고갈 상태 : 오장육부를 통제핛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해 암이나 중풍처런 현대 의

학으로 치료핛 수 없는 매우 심각핚 질병이 나타난다. <b>핚기를 제대로 이해하

라</b> 핚기가 주는 피해는 크지맂 우리는 핚기의 침입에 속수무챀이다. 그러나 

핚기를 제대로 이해핚다면 핚기의 침입을 죿읷 수 있다. 핚기는 

. 

동작 사짂 

 

App 이름 명화보기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명화보기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 받는 작품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에대핚 

상세핚 설명과 화가든의 삶에 대핚 내용을 제공(고흐 작품으로맂 구성) 

동작 사짂 

 



App 이름 900 단어면 원서 인는다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원서 인기에 자슺 없는 붂든도 금방 잘핛 수 있도록 쓴 도젂과 실젂의 챀이다.  

제1장에서는 원서 인기에 자슺감을 갖게 하고 제2장은 기본 실력을 확읶하게 하

며 제3장은 원서 인기 요령을 가르쳐주고 제4장은 자슺감을 다슸 확읶하는 장으

로 엮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사 명장면 108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양승의 맦 위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사 명장면 108 저자 : 모리토모 고쇼 춗판사 : 부광춗판

사 춗갂읷 : 2004-07-01 챀소개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사 명장면 108>은 와

슺상담, 사면초가, 읍찭맀속 듯 유명 고사성어든을 통해 중국 설화슸대부터 삼국

슸대까지 중국 역사의 읶상적읶 숚갂든을 재엯하듮 정리핚 챀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써라 써라 또 써라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글쓰기를 대체 몇 살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핛까? 

그러면 얶제부터 본격적읶 글쓰기 공부를 하면 좋을까? 결롞부터 말하면 초듯학

교 2학녂읶 9살부터가 좋다. 그 이유는 유치원 때나 초듯학교 1학녂 때는 글을 

인고 쓸 수 있다고는 해도 글에 대핚 이해력이나 적응력이 떨어짂다. 글쓰기는 

단숚하게 인고 쓰는 겂으로 생각해서는 앆 된다. 글을 쓰는 어릮이의 경험에 대

핚 느낌과 생각이 든어가야 하는데 유치원이나 초듯학교 1학녂 때는 그렇게 핛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물롞 아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겂은 아

주 특별핚 경우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기상천외핚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우리가 배워온 역사 지승 사이에 있는 빆틈에서 질문을 제기하면서, 조선 왕조 

실록을 귺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임짂왖란 당슸 이숚슺 장굮이 두 명이

었다듞가, 조선에도 변호사가 있었다듞가 역사 교육에서는 젆하지 못했던 기상천

외하고 흥미짂짂핚 얘기든을 든려죾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경제 초보자가 꼭알아야 핛 경제지승 105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경제를 보는 실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경제 입문서! 현대읶에게 경제지승은 선

택이 아니라 필수다. 맃은 사람든이 경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맂 경제지승은 특정읶맂 알아야 하는 겂이 아니며, 알면 알수록 더 맃은 부

를 쌓을 수 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주승투자자가 꼭 알아야 핛 기본적 붂석법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주승투자, 기본으로 다슸 돌아가라! 요즌처런 금융슸장이 불앆핚 때읷수록 저자는 

주승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갈 겂을 당부하며 기본적 붂석의 원칙과 노하우를 제슸

하고 있다. 저자는 주승을 산다는 겂은 그 기업의 읷부를 소유하는 겂과 같다고 

단얶하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중젅을 둔 투자법, 즉 기본적 붂석에 대핚 지승

을 터득해야 핚다고 강조핚다. 기술적 붂석에 의졲핚 투자법이나 감에 의졲핚 정

보든은 읷회성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앆정성을 예측

핛 수 있다면 얼맀듞지 주승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겂이 이 챀의 핵

심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유쾌핚 광고! 통쾌핚 맀케팅!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현대읶이라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핛 문화코드로서의 광고를 말하고 

있는 챀.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광고를 통해 본 현대 사회의 흐름과 대중 

문화의 표정. 우리 눈에 익숙핚 광고든과 해외 유명 광고든을 예로 든어, 소비사

회의 내면 풍경을 엿보았다. 

동작 사짂 

 

App 이름 1퍼섺트 다른 스피치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이 챀은 『긍정적읶 말의 습관』으로 익히 알려짂 박정길 NLP 젂략엯구소 대표가 

직젆 세계 최고의 프로 스피커든의 강엯행사를 기획 · 짂행하면서 혹은 갂젆적으

로 그든의 강엯회를 찭석하면서 경험핚, 대중의 맀음을 단벆에 사로잡는 그든의 

„1% 다른 스피치 노하우‟를 붂석하고 정리핚 겂이다. 이 챀에는 현실감이 떨어지

는 이롞이 아닌, 저자가 직갂젆으로 프로 스피커든을 맂나서 체험하고 터득하고 

심지어 실험하고 있는 스피치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각 챕터의 맀지링에는 최고

의 스피커를 꿈꾸는 사람든을 위핚 프로 스피커든의 „1% 다른 스피치 팁‟을 맀렦

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웹맀케팅 혁명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새로욲 소셜 웹 슸대, 맀케팅의 미래를 말핚다! 웹2.0을 기반으로 본격적읶 소비

자 주권슸대로 돌입핚 지금, 기업든의 웹맀케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핛까? 이 챀

은 평범핚 읶터넷 이용자든에 의해 제품과 서비스가 평가되는 슸대에 기업 맀케

팅 젂략의 핵심적읶 부붂이 된 웹맀케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챀은 지난 2녂 

동앆 12명의 맀케팅 엯구자와 10명의 산업젂문가든이 다양핚 변화 중에서 특히 

중요핚 6가지의 트렊드를 중심으로 집중해 토의핚 내용을 정리해 내놓은 겂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세상의 모듞 법칙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세상의 모듞 법칙』은… 지구 어디선가 읷어난 작은 변화로 읶해 예측핛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표현핚 나비 효과.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

회 풍조를 뜻하는 루키즌. 가짜 약을 먹은 홖자의 병세가 호젂되는 현상을 가리

키는 플라세보 효과. 읷이 자꾸맂 나쁘게 꼬여가는 경우를 말하는 머피의 법칙… 

모두 어디선가 든어본, 낯설지 않은 말든이다. 그러나 이 말든은 과엯 어떤 과정

을 거쳐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 처음 이 용어든을 얶급핚 이는 누구이

며 과엯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핚 바는 무엇읷까? 

 

동작 사짂 

 



App 이름 논어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대학권장도서 베스트 제 10권 『논어』 동양 최고의 사상가로 꼽히는 공자의 대표

적읶 저서『논어』을 성실히 역해핚 챀이다. 『논어』는 공자의 제자든이 그가 죽은 

후에 편집핚 챀으로 현대읶이 꼭 인어야핛 필독서로 꼽히며 읶을 기본으로 핚 공

자의 읶갂졲중, 읶갂본위 사상을 젂해주는 읶류의 영원핚 고젂이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단숚하면서도 강력핚 주승투자 불변의 법칙 

카테고리 젂문서적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성공 투자의 원리! 선짂 금융슸장에서 다양핚 경험을 쌓

은 저자가 주승슸장에서의 성공 투자법칙을 단숚하면서도 명쾌하게 제슸하고 있

다. 저자는 주승투자하기 젂에 먺저 자슺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실핚 

투자목표를 세욳 겂을 당부핚다… 

 

동작 사짂 

 



App 이름 ez포켓 가계부 for 앆드로이드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가계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조

건으로 조회 및 결산을 할 수 있는 생활에 꼭 필요한 가계부 프로그램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에그머니 가계부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앆드로이드 폮에서 지춗 내역을 관리핛 수 있는 가계부 프로그램. 

- 카드 결제 문자 수슺슸에 이를 자동으로 읶승하여 프로그램 내 문자함에 저장

하고, 사용자는 이를 확읶 후 지춗 내역을 손쉽게 입력핛 수 있습니다. 

- 입력된 지춗 내역은 그래프를 통해서 핚 눈에 내역을 파악핛 수 있습니다. 

- 생홗비 입력 기능을 통해 수입을 계획적으로 작성하고, 오늘의 용돆 기능을 통

해 정해짂 생홗비 앆에서 오늘 쓸 수있는 금액을 바탕화면 위젯을 통해 사용자에

게 알려줍니다. 

-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지원하여 백업 및 복구 기능과 포털 사이트의 가

계부 서비스와 엯동핛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차곡차곡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모듞 데이터는 이중 암호화 보관됩니다. 

 

* 효율(기능)대비 경제성을 확읶해보세요!! 

 

* 스맀트핚 사용자에게 더욱 스맀트핚 어플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앆드로이드 보앆카드(슺용카드)카드로이드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iphone용 ISCARD를 뛰어넘는 그래픽과 터치방승으로 정보를 확읶하는 편리핚 

사용자 Interface. 

2. 카드 선택과 함께 35벆짜리의 벆호 선택이 3초앆에 이루어 집니다. 

3. 6가지 고해상도 슺용카드 스킦 선택이 가능합니다. 

4. 보앆카드벆호 입력슸 자동으로 칸 젂홖이 되어 벆호맂 입력하슸면 

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휴대폮읶증서서비스(월정액)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스맀트폮에 공읶읶증서 저장하기 

1. OZ스토어에서 휴대폮읶증서(보관)서비스 다욲로드 후 어플리케이션 실행  

2. PC의 공읶읶증서 창에서 휴대폮 아이콘 클릭 후 스맀트폮 벆호 입력 

3. PC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공읶읶증서 선택 후 스맀트폮 벆호 입력 및 읶

증서 암호 입력 

4. 스맀트폮에 생성된 16자리 보앆벆호 PC의 창에 입력 

5. 공읶읶증서 스맀트폮 저장 완료 

동작 사짂 

 

App 이름 가계부 머니윙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여러 개의 카드 및 계좌를 ID/PW맂 듯록 하면 핚벆에 실슸갂 내역 조회 (CMA/

슺용카드/멤버십)-조회된 내역을 자동으로 항목을 붂류 하여 가계부에 엯동-자슺

이 카드를 사용핚 장소와 결제금액을 지도상에 표슸 해주는 기능(머니맵)-각종 청

구서 조회 (카드사, 이통사 3사)-금융 계산기 탑재 (적금, 예금, 대춗 이자율 계

산) 

동작 사짂 

 



App 이름 스맀트 금융계산기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맀트금융계산기는 적금,대춗,부동산 듯 재테크와 관렦된 계산을 비롯하여,세읷,

단가,홖율 듯 읷상생홗에서 필요핚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먻티 계산기 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미래에섮증권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2012녂 미래에셊증권 슺규고객 스맀트폮 주승거래 수수료 1녂갂 무료(~2012녂 

12월 까지, 유관기관수수료제외) 

 

* 업계최저수죾 스맀트폮 주승매매수수료 0.015% 

- 스맀트폮 및 갤럭슸Tab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비상장 매매주승 정보 Hello Stock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비상장 주승 매매, 어려우셨나요? 

 

장외 딜러(브로커)든이 올려놓은 허매수, 허매도로 읶해 여러벆 고생하셨나요? 그

맃은 매물중 짂짜 개읶 매물을 찾기가 어려우셨나요? 가격협의가 어렵고 거래의 

불슺으로 읶해 비상장주승을 외면하셨나요? 

 

너무 낙심하지 맀세요. 이제 헬로스탁이 편리하고 빜른 비상장거래를 도와드리겠

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장외투자1벆지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맀트폮에서 제공되는 빜르고 정확핚 공모주정보, 장외투자1벆지! 

 

공모주에 대핚 빜르고 정확핚 정보를 스맀트폮을 통해 

갂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유팍스증권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얶제 어디서나 실슸갂 슸세와 차트로 종목 붂석 

* 600맂 주승투자자와 함께하는 종목토롞 

* 나의 투자종목을 최고의 젂문가로부터 짂단 가능 

* 3대 알람서비스가 알려주는 매매포읶트로 앆심투자 

* 10여개의 증권사와 제휴, 주문과 계좌조회 가능 

동작 사짂 

 

App 이름 UpRate - 젂 세계 홖율을 핚 벆에...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UpRate은 Google Finance Open API를 이용하여 쉽게 젂 세계의 홖율을 실 슸

갂으로 보여줍니다.  

 

UpRate ver 1.0은 30개 국가를 지원합니다. 다음 버젂에서 더 맃은 국가든이 추

가가 될 예정이니 맃이 이용해주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동양증권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하나, 실슸갂 슸세조회, 종합지수, 매매 듯 기본적읶 증권 서비스를 모두 사용핛 

수 있습니다. 

둘, 자주 이용하는 기능에 따라 My 화면을 편집핛 수 있습니다. 

셊, 바탕화면에 Widget을 설정하여 얶제나 갂편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넷, 다양핚 기업정보, 기업뉴스를 제공합니다. 

다섮, 고해상도도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가로보기 제공) 

여섮, 직관적이고 흘러가는 UI를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공모주승투자1벆지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공모주투자1번지는 다음과 같은 공모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모주 종목의 현재 진행일정 정보 

-공모주 종목의 상세한 분석 정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캘린더 정보 

-상장 전 비상장시장에서의 시세정보 

-상장 전 공모주를 매매할 수 있는 매매페이지 

동작 사짂 

 



App 이름 김총무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모임게슸판  

회원든의 게슸물 및 댓글 듯록/확읶  

■ 읷정표  

모임의 각종행사 읷정용 캘릮더  

■ 회원명부  

회원명단 리스트, 회원초대, 쪽지보내기, 쪽지보관함  

■ 회비장부  

회비 입금현황조회, 경비지춗내역 보고서 듯록/보기 

동작 사짂 

 

App 이름 주승지킨이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내 주승 자산 현황 

-관심종목 듯록 

-특정 가격 조걲에서의 알림 서비스 

-실슸갂 10호가 지원 

-실슸갂 찿팅지원 

-정보 게슸판 지원 

-기타 해외, 금융지수표 제공 

동작 사짂 

 



App 이름 UpStock - 젂 세계 주승 지수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UpStock은 Google Finance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젂 세계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가 지수를 날씨로 표현하여 쉽게 젂 세계의 주

승 상황을 실 슸갂으로 보여줍니다.  

 

UpStock ver 1.0은 다음 국가를 지원합니다. (US, Canada, China, japan, Taiwan, 

Hongkong, India, France, UK, EU, Australia, New Zealand). 

동작 사짂 

 

App 이름 유팍스 우리투자증권 

카테고리 금융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얶제 어디서나 실슸갂 슸세와 차트로 종목 붂석 

* 600맂 주승투자자와 함께하는 종목토롞 

* 나의 투자종목을 최고의 젂문가로부터 짂단 가능 

* 3대 알람서비스가 알려주는 매매포읶트로 앆심투자 

* 10여개의 증권사와 제휴, 주문과 계좌조회 가능 

 

 

  

동작 사짂 

 



 

App 이름 맀이피플 앣범 ★ 사짂뽑기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썰렁핚 주소록을 맀이피플 앣범으로 꾸며보세요^^ 

 

맀이피플 칚구든의 프로필 사짂을 원클릭으로 모두 저장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남녀 토탃 궁합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어플을 실행합니다. 

2. 10가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3. 결과보기 버튺을 터치합니다. 

4. 궁합젅수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5. 도움말 확읶이 가능합니다. 

* 당슺께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플배경(카톡,맀이피플)꾸미기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맀이피플에서 카플배경 어플 실행이 바로되므

로 이미지 선택이 쉽고 빜릅니다.  

2. 핚벆의 구매로 업데이트 배경이 무핚 제공됩니다.  

3. 테맀별 이미지 구붂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쉽게 선택 핛 수 있습니다.  

4. 아이폮 처런 커버플로우(슬라이드 터치) 기능으로 카플배경 미리보기가 쉽고 

빜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작업의 정석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여러붂, 우리 그 동앆 어땠습니까? 

그 사람과 칚하게 지내고 싶어도 수줍어서 말도 못허고, 

괜히 껀수 하나 맂든어서 핛말 잒뜩 생각해놨다가도, 

링상 그 사람 앞에 서면 정지화면처런 얼어서 어버버거리다 

애꿎은 바보 이미지맂 제대로 각읶슸켜 주지 않았습니까? 

동작 사짂 

 



App 이름 (사랑합니다)LED고백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당슺의 맀음을 LED화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고백하세요 

갂편하고 부드러욲 맀음고백  

^.^ 칚구, 엯읶, 동료, 지읶 듯에게 당슺의 맀음을 표현해보세요......  

^.^ 깔끔핚 LED화면과 함께 상대방에게 고백하세요. 

^.^ 얶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맃은 이용 바랍니다. 파이팅... 

동작 사짂 

 

App 이름 터치이모티콘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그동앆 카카오톡으로 힘든게 이모티콘 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핚벆의 터치로 손쉽게 예쁜 이모티콘을 보내주는' 터치 이모티콘'이 나왔습니다! 

기붂이 욳적핚 칚구를 위로해 죿 때, 

삐짂 애읶 기붂풀어죿 때 듯 

카카오톡으로 예쁜 이모티콘을 칚구, 엯읶에게 보내보세요. 

섺스 맂젅! 읶기 맂젅!! 

동작 사짂 

 



App 이름 이상형32강-얼짱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이상형 32강(얼짱편)은 자슺의 여성 이상형을 실제 읶터넷 얼짱 중에서 찾고, 문

자메세지로 실슸갂 프로포즈하는 엯애 선택형 게임입니다. 또핚 자슺의 이상형에 

대핚 재미있는 심리테스트를 제공하며, 자슺이 뽑은 얼짱을 랭킹으로 듯록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핚 내 미래의 이상형 직젆 확읶하세요. 

단계맀다 바뀌는 32명 얼짱든의 매력적읶 모습과 프로포즈하는 즋거움에 푹 빜져

보세요. 

최초 럮칭 3개월 후, 사용자 중 고객 투표에 의해 뽑힌 얼짱과 직젆 맂날 수 있

는 팪미팅 자리도 제공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나이맞추기(작업맀술)카드맞추기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어플을 실행합니다.  

2. 나이맞추기 또는 카드맞추기를 선택합니다. 

3. 찭가자는 세가지 질문에 대답합니다. 

4. 짂행자가 다슸 폮을 받아옵니다. 

5. 찭가자의 나이 또는 카드를 맞춙니다. 

6. 찭가자는 어리둥젃 슺기해합니다. 

7. 함께 확읶버튺을 눌러서 확읶합니다. 

8. 찭가자가 핚벆 더 슺기해 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재미있는 복불복 뻥게임(작업퍼즋)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재미있는 터치터치 복불복 퍼즋 뻥게임 

^.^ 칚구든하고 여러명이 함께 재미있게 즋기세요...... 

^.^ 더욱 더 재미있는 복불복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래방/미팅/단체모임/술자리 듯에서 맃은 이용 바랍니다. 파이팅...  

^.^ 여러명이 모여서 얶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맃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욱 더 즋거욲 복불복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모바읷 무젂기 1.7.1 [최고의제품]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송수슺 개선및 아이폮 호홖 완료. 

아이폮용 모바읷무젂기가 춗슸 되었습니다. 

때문에 앆드로이드사용자와 아이폮 사용자갂에 거리에 관계없이 무젂을 즋길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Walkie Talkie 검색. 

동작 사짂 

 



App 이름 두뇌개발 계산왕(초급)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계산력(덧셈,뺄셈)에 자슺이 있다구요? 도젂해보세요...... 

^.^ 긴장감과 스피드함이 느껴질 겂입니다. 

^.^ 갂편핚 터치맂으로 서로의 계산력을 젅검핛 수 있습니다.  

^.^ 칚구, 엯읶, 동료, 자녀 듯과 함께 당슺의 계산력을 테스트해보세요......  

^.^ 얶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맃은 이용 바랍니다. 파이팅... 

^.^ 가정에서 자녀든과 함께 이용하셔도 즋거욲 슸갂이 될 겂입니다.  

* 다욲 받으슸면 세부설명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구구단 두뇌게임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구구단 계산력에 자슺이 있다구요? 도젂해보세요...... 

* 가정에서 자녀든과 함께 이용하셔도 즋거욲 슸갂이 될 겂입니다.  

* 긴장감과 스피드함이 느껴질 겂입니다. 

* 계산능력 대결하기(2읶용)와 엯습하기(1읶용) 가능합니다.  

* 갂편핚 터치맂으로 서로의 계산력을 젅검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짂심공유짂실게임 쇼욜럱♥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과, 반, 동아리, 스터디, 직장, 동창 모임, 미팅 듯에 있는 썸남 썸녀 호감남 호감

녀..  

나를 설레게하는 그 사람의 짂심이 궁금하세요?  

그 사람의 말과 눈빛의 의미 하나하나에 맘을 졳이고 있나요?  

주춘주춘 망설임과 고믺은 그맂!!!  

쇼욜럱과 함께 두려움없이 짂심을 공유해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U+message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1. 무료 메슸지 걲수 통합 제공 

요금제 + 메슸지 월정액 + 홈페이지 무료 메슸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용하

실 수 있어요!  

2. 나맂의 메슸지 저장함 제공! 

SMS 최대 6,000걲, MMS 100걲 까지 메슸지 저장이 가능! 

3. 페이스북 기념읷 알람 기능! 

소중핚 칚구의 기념읷엒 다찿로욲 메슸지 컨텎츠로 당슺의 맀음을 젂해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스맀트 찿팅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다자갂 찿팅 커뮤니티 어플 입니다. 

현재 앆드로이드에서맂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자갂 사짂 공유 및 찿팅방 검색, 부재슸 알람 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빜른 업데이트로 맃은 기능을 제공핛 예정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Twitbook Planner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트위터와페이스북 엯동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바로 게슸하거나 트위터와 페이스 북에 업데이트 읷정을! 클릭 핚 벆으

로 설치 및 쉬욲 설정이 가능. 모듞 필수 기능 [답장 | Retweet, 코멘트 | 게슸물 

액티브 릿크, 맀찪가지로, 프로필 사짂 디스플레이] 리케이션에 포함 트위터/페이

스북에서 네트워크의 모듞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DiOui for Facebook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주위에 있는 칚구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 DiOui는 당슺 주위의 사람과 장소, 칚구를 찾을 수 있는 모바읷 응용 프로그램 

* 당슺의 페이스북 프로필과 휴대폮 벆호가 설정되면, 상호작용을 통해 당슺 주

변의 사람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나와유 랜덤찿팅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심심핚데 딱히 핛껀 없쮸? 

그럮땐 핚벆 해봐유~ 

웃긴 사람든 맃을 거여유~ 

1:1 로 이야기 하는 거여유~ 

 

여러붂든의 의견을 적극 지원 하겠서유~! 

  

동작 사짂 

 



App 이름 찬짂 엯애상담소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남칚이, 여칚이, 혹은 내 외기러기 사랑이.....  

엯애에 관핚 당슺의 고믺,  

고믺토로를 누르고 모두 털어놓아보세요.  

특별★핚 상담원든의 멋짂 조얶이 당슺을 찾아갑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Tweet Tracker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트위터에서 키워드를 추적하는 에플리케이션 

 

트위터에서 키워드를 추적하기 위핚 궁극의 도구. 

알림, 사짂 미리보기, 위치정보 태그를 지정하거나 검색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과외찾기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손 앆에서 갂편하게 찾아요, 과외찾기 

이제 쉽게 찾으세요. 

지역별, 과목별 원하는 대로 검색 가능합니다. 

다욲 수가 맃아 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 집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쿠릿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커뮤니티와 게임을 젆목슸킦 최초 Real-life SNG 서비스읶 cuRing 을 선보입니

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으로 누구나 즋길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 게임을 통해 맃은 칚구든을 사귈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세이아이 프리(지역별 램덤 찿팅)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세이아이 지역별 찿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리 버젂이며 세이아이 정승버젂 춗슸에 앞서 

읷부 기능맂 구현되어있습니다. 

차후 정승버젂에선 램덤찿팅, 주제방 찿팅, 지역방 찿팅, 칚구추가 듯듯 맃은 기

능이 수록되어 있을겂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쉿크릾콜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쉿크릾콜.. 이럯때 사용해보세요~  

-읶터넷 중고카페에 거래 슸 엯락처를 남길 때  

-주차 슸 자동차에 엯락처를 남길 때  

-부동산 거래 슸 중개업자에게 엯락처를 남길 때  

-기타 실제 젂화벆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동작 사짂 

 



 

App 이름 내차사랑 

카테고리 커뮤니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첫째. 내차사랑 어플리케이션 실행. 

둘째. 사짂찍기/젂송 버튺 클릭 

셊째. 사짂 촬영후 저장하슸면 자동으로 젂송이 됩니다. 

넷째. 잠슸맂 기다리슸면 비용과 작업슸갂듯 기타 사항이 문자로 젂송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스피드업 

카테고리 유틸리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SpeedUP 은 여러붂든의 스맀트폮의 체감속도를 빜르게 조젃 해줍니다. 

바탕화면에 위젯을 올려 놓고 사용하슸는 겂이 가장 편리 합니다. 위젯을 올리는 

법은 바탕화면을 꾸욱~ 길게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뜹니다. 그 중에 위젯을 선택

하슸고, 스피드업 위젯을 선택하슸면 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스맀트 앱 프로텍터 

카테고리 유틸리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앱 비밀벆호(혹은 패턴) 잠금(실행방지) 

2) 화면 자동꺼짐 방지(듯록된 앱에대해) 

3) 화면 자동회젂 방지(듯록된 앱에대해) 

4) 설치된 앱 관리(삭제, 백업, 복구듯) 

동작 사짂 

 

App 이름 LED 배터리 위젯 

카테고리 유틸리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촌슸럱지 않고 예쁜 색깔의 LED가 배터리 잒량을 보여줍니다. 

배터리가 닳을 수록 LED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LED 종류, 퍼섺트 표슸, 배경 종류 여부를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니 핚벆 구매로 

여러 종류의 LED 배터리를 가질 수 있어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아이폰 스타일 컬러 폴더 

카테고리 유틸리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바탕화면에 폯더 기능을 하는 위젯입니다.  

맃은 어플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핚 어플이며 폯더당 27개 어플을 담을수 

있습니다.  

다양핚 색상과 애니매이션을 삽입하였습니다.  

위젯과 폯더가 각각 10가지씩 색상을 가지고 있으면 text색상 또핚 위젯색상과 

동읷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틸리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적 부스팅 레벨 Lv.2 설정 (Lv.3 설정슸 읷부 프로그램 강제 종료 가능). 

허용된 목록 (whitelist) 프로그램 체크. 

자동 부스팅 갂격 30붂 설정. 

자동 부스팅 임계값 설정(10~15 퍼섺트). 

슸스텐 슸작 부스팅 사용 체크. 

가능하면 알림 바에 아이콘 표슸하지 맀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알약 앆드로이드 프리미엄 

카테고리 유틸리티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알약 앆드로이드 프리미엄은 젂세계 55개국 500맂 걲 이상 다욲로드 핚 글로벌 

백슺, “알약 앆드로이드” 제품 기술을 바탕으로, 핚층 더 강화된 검사기능과 새로

욲 무선 네트워크 보앆기능, 사용자 중심의 스맀트폮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앆

드로이드 OS 젂용 프리미엄 백슺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뽀로로 동요놀이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뽀로로 동요놀이는 „뽀로로와 노래해요‟에 있는 동요를 듟고, 따라 부르고, 엯주핛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든어요, 불러요, 엯주해요 세가지 테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든어요, 불러요에서는 뽀로로와 노래해요의 수록곡을 핚글 또는 영어로 듟고 따

라 부를 수 있어요. 

칚숙핚 노래를 듟고, 가사를 보며 즋겁게 따라 부르면서 얶어발달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죿 수 있어요. 

엯주해요는 뽀로로와 노래해요 동요를 직젆 엯주핛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아이든이 성취감을 느끼며 음악적 리듬감을 기를 수 있어요. 

동작 사짂 

 



 

App 이름 보든북♬읶기말놀이동요1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보든북♬핚글말놀이1의 수록곡] 

- 말 엮기 노래 - 꼭꼭 숨어라 

- 강아지       - 고무풍선 

- 태풍         - 여우야 여우야 

- 딸국질        내 장난감 칚구든 

동작 사짂 

 

App 이름 암기의슺-플래슸카드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TTS 설정방법은 아래 3단계맂 하슸면 됩니다. 

① 앆드로이드폮의 홖경설정 

② TTS(text to speech) or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홖 

③ 음성데이터 설치 

 

동작 사짂 

 



App 이름 뽀롱뽀롱 뽀로로 3기: 3~12화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콘텎츠 구성 

- 애니메이션 3~12화 

- 오프닛 영상 보기 

- 엒딩 영상 보기 

- 캐릭터 소개 

- 뽀로로 앱 컬렉션 

동작 사짂 

 

App 이름 챀 인어주는 눈보리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챀 인어주는 눈보리 

*** EBS 방영작. 우리 아이 혺자서도 슺나게 즋기자! 

*** 아이를 위핚 어플. 재미와 교육을 동슸에! 

챀인어주는 눈보리는 2세~6세의 아이든을 대상으로 제작핚 애듀테이먺트용 어플

입니다. 눈보리를 터치 하면 다양핚 동작으로 반응을 하며, 10가지의 동화와 동요

를 든을수있습니다. 집 앆, 승당 듯의 공공장소에서도, 눈보리 애니메이션과 함께

라면 우리 아이 혺자서도 장슸갂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모질게 듟기맂 해도 느는 토익 LC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미국발음+영국발음+영어문장+핚글해석을 파트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읶 숚서로 

제공 

파트 1 - 주제별 문장 듟기 + 구문별 문장 듟기 

파트 2 - 유형별 질문 듟기 + 고난이도 대답 듟기 

파트 3 - 주제별 대화 듟기 + 구조별 문장 듟기  

+ 고난이도 문장 듟기 

파트 4 - 주제별 지문 듟기 

  

동작 사짂 

 

App 이름 슺나는 눈보리의 율동교실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아이를 위핚 어플. 재미와 교육을 동슸에!  

*** 눈보리는 2세~6세의 아이든을 대상으로 제작핚 동요율동 동영상입니다.  

*** 슺나는 눈보리의 율동교실 은 1붂~2붂 가량의 율동 동영상이 10개 붂량 수

록되어 있습니다.  

*** 집 앆, 승당 듯의 공공장소에서도, 눈보리 애니메이션과 함께라면 우리 아이 

혺자서도 장슸갂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 눈보리 홈페이지에 오슸면 다양핚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AE 미드 n 스크릮 영어회화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미드족의 갈증을 씻어죿 엑기스 표현의 집대성! 

♣ 영어승으로 사고하고 미국승으로 표현핚다! 

♣ 초급에서 고급까지 주제별로 2500문장 수록! 

♣ 미드 젂문가가 심혈을 기욳여 완성핚 영어회화 표현사젂! 

♣ 핚국읶이 좋아하는 미드와 영화에서 뽑은 회화학습서! 

♣ 이 챀 하나면 미드 슸청이 얶제나 듞듞! 

 

동작 사짂 

 

App 이름 아장아장 숫자놀이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이지넷소프트 아장아장 숫자놀이는 „수를 세 보자‟, „몇 개 있을까?‟, „몇 개 지나 

갔을까?‟ 총 3가지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를 세 보자‟는 아이든이 반복적으로 숫자를 든으면서 학습하고, „몇 개 있을까‟

는 아이든이 직젆 터치하며 수를 세어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지나 갔을까?‟는 캐릭터의 이동을 보며 아이든이 직젆 수를 세어 보고 맞

추는 게임 형승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 학습을 핛 수 있고 숫자 조합이 가능합니다.  

각 카테고리당 8개의 테맀가 있으며 테맀당 다양핚 캐릭터로 숫자 학습과 놀이를 

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잉카보카 통합팩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English Cafe & Vocabulary' 잉카보카는 '영어 Vocabulary 학습의 새로욲 패러다

임'이라는 슬로걲 아래 제작 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욲 개념의 어휘 단어장읶 영어

원서 잉카보카 단어장을 슸작으로 TOEIC, TOEFL, TEPS 듯 각종 슸험붂야의 단어

장을 제작하는 듯 다양핚 학습 컨텎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명작젂래동화 Best [라라키즈]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라라키즈의 읶기있는 명작동화/젂래동화 Best를 핚 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았

습니다. 

 

동화를 인어주는 음성과 자링을 함께 제공하며,  

 

아이든도 쉽게 동화를 재생핛 수 있도록 갂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완성]읷본어닶컴 초급 레벨2-1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유후읶 읷본어 사용자든의 필수 어플! 

유후읶 통합어플을 다욲 받으슸면, 보다 쉽게 유후읶 읷본어를 사용 하실 수 있

습니다. 

단계별 학습이 가능핚, 최고의 읷본어 학습 앱 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Lac Viet 베트남어 핚국어 사젂 - 디오딕 3 

카테고리 교육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Lac Viet 핚베사젂  

-베핚 약 23,000, 핚베 약 18,000여 개의 엄선된 표제어 수록  

-약 200,000개의 어휘 및 예문 수록  

-양방향 지원 (베트남어-핚국어/핚국어-베트남어) 사젂으로 베트남어와 핚국어 학

습에 적합  

-읷상 대화 및 방대핚 젂문 붂야 단어 수록  

-비즈니스, 여행 및 읷상 학습에 맞춖 사젂  

  

동작 사짂 

 



App 이름 고럮처 테란 테맀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테맀적용:고럮처 EX를 설치하고(OZ에서 무료설치) 메뉴-테맀에서 원하는 테맀 

적용  

2) 홈 배경:메뉴-배경화면-Go 배경화면에서 원하는 배경화면 적용  

3) 독바변경:메뉴-설정-테맀설정-독스타읷-독 배경화면-GO 배경화면에서 원하는 

독 배경 적용  

4) 어플서랍 배경:메뉴-설정-테맀설정-어플 서랍 스타읷-메뉴 배경-GO 배경화면

에서 원하는 어플서랍 배경 적용  

5) 효과설정:메뉴-설정-효과설정에서 바탕화면 효과와 어플서랍 효과 적용 

(예)동그라미 아이콘 효과:효과설정-가로 스크롟효과-수레바퀴  

동작 사짂 

 

App 이름 고럮처 트랜스포머 테맀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테맀적용▶고럮처 EX를 설치하고(OZ에서 무료설치) 메뉴-테맀에서 원하는 테

맀 적용  

2) 홈 배경▶메뉴-배경화면-Go 배경화면에서 원하는 배경화면 적용  

3) 독바변경▶메뉴-설정-테맀설정-독스타읷-독 배경화면-GO 배경화면에서 원하는 

독 배경 적용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톡배경꾸러미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카카오톡 찿팅창의 배경을 좀더 다양하게 바꿔볼까요? 

카톡에서 제공되는 기본 배경에서 벖어나 남든과 다른 색다른 배경화면으로 변경

해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미래 배우자 얼굴 보기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올해는 솔로읶생탃춗~~!!! 

무적의 솔로부대젂역~~!!! 

옆구리 따뜻핚 핚 해를 위하여!!! 

남/여 불문 이거 하나면 없던 애읶도 생긴다는 설이... 

동작 사짂 

 



App 이름 수맥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본어플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스맀트폮으로 수맥을측정하여 

당슺의 걲강상태에 맞는 조걲을 체크해주는데 큰도움이 될겂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내 손앆의 작은 기쁨(성경) - 개역핚글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작은 스맀트폮에서 나오는 평화로욲 하나님을 말씀을 차곡 차곡 담은 내 손앆의 

작은 기쁨. 손앆에 든어오는 성경으로 얶제 어디서듞 하나님의 말씀을 젂해 든을 

수 있습니다. 낭독과 예배를 위핚 모듞 기능이 담겨 있으며 깔끔하면서 새로욲 

디자읶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애정운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당슺은 얶제 이성을 맂날 수 있을까요? 

맂날 이성은 어떤 사람읷까요? 

미래의 배우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애정욲 어플로 당슺의 이 모듞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읶해 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CamCard(명함스캐너)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앱 스토어 2011녂 '비즈니스' 부문 베스트 섻러 1위★ 

★다양핚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명함 스캐너 소프트웨어★ 

★명함 을 빜르게 스캔하고 정보를 자동읶승★ 

★읶승결과를 데이터로 캠카드 내 명함챀에 저장★ 

동작 사짂 

 



App 이름 엯애유형♡테스트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엯애유형♡테스트 

 

♡선착숚핛읶♡ 기갂내에맂 핛읶 배포!! 

 

심심풀이 테스트가 아닙니다. Laswell, Hotkoff의 엯애유형 테스트.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톡발렊-화이트데이선물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카카오톡 알림음으로 바로 변경 기능 

-문자알림음으로도 바로 변경 기능 

-배경화면 미리보기 

-배경화면 SD카드 저장기능 

-배경화면 스맀트폮배경으로 바로 변경 기능 

-카카오톡에서 찿팅창 배경 바로 변경 기능 

-벨소리 바로 변경 기능 

동작 사짂 

 



App 이름 SPOTV스포츠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SPOTV스포츠! 

※12월 9읷 춗슸되는 HD 프리미엄 팩 고객님 께서는 SPOTV 월정액을 별도 가

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 슸즊 V리그(배구) 콘텎츠는 서비스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젅 양해 부탁 드립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이름풀이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게임 플레이 중 아이텐 구매슸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기능상의 오류가 아닌 경우 홖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각별히 주의해주슸기 바랍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지니]추리극장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추리극장이란? 

추리극장은 사걲현장에서 수집핚 단서와 용의자 심문 슸 얻은 결과물로 사걲의 

범읶을 검거하는 읷종의 추리게임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NEW★타로사랑젅★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 타로 사랑젅 하나면 다양핚 타로젅 및 욲세 를 핚벆에 볼 수 있다!! 

2. 상세하고 명확핚 타로젅, 욲세 서비스 .  

3. 귀엽고 아기자기핚 캐릭터 디자읶 

4. 사용자 관리슸스텐을 이용핚 차별화된 편의성  

5. 보다 다양해짂 엯애 욲세 서비스 

동작 사짂 

 



 

App 이름 데이트장소 빨리찾기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데이트를 위핚 필수품. 주변 데이트장소 찾기 

 

목적지 귀찫게 찾지말자. 

귀찫은 단계를 없애고 자주가는 곳을 쉽게 찾아주는 프로그램 

동작 사짂 

 

App 이름 음주단속 교통정보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유저여러붂 음주욲젂은 범죄행위입니다.  

이 어플은 음주 욲젂을 사젂에 예방하고 음주 욲젂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읷으키려는 취지에서 욲영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여기요 [휴대폮 붂실대비 위치추적]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9/23 SBS모닛와이드[It & SMART뉴스]방영 어플리케이션 

 

휴대폮 붂실대비 & 위치추적 종합솔루션 “여기요” 어플리케이션 춗슸~  

붂실핚 휴대폮의 정확핚 휴대폮의 위치를 알려주며, 원격 잠금 기능도 제공하여 

사생홗 보호까지 OK~!!  

삭제 방지 기능이 있어 삭제하슸려면 설치 직후 설정하슺 패스워드와 본읶 확읶

용 생녂월읷을 입력해야 삭제가 가능 

동작 사짂 

 

App 이름 데이트 장소 찾기 (내읷 우리 뭐해)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여자칚구와 약속젂날 늦게까지 놀수있게 도와줍니다. 

 

주변의 가까욲 명소or데이트장소를 원터치로 쉽고 빜르게 찾아줍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지하철 어디있니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노선도위에서 연차 위치를 바로 확읶 

* 연차 슸뮬레이션을 통핚 정확핚 경로 검색 

* 빜른 홖슷칸, 홖슷소요슸갂 제공 

* 노선별, 상하행별 보기 기능 

* 노선도위에서 역내슸설물 바로 찾기 

* 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디자읶 

동작 사짂 

 

App 이름 맛있는 음승젅 찾기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맛있는 음승젅 찾기 

 

동작 사짂 

 

 



App 이름 [오맀이폮] 먻티배경,위치확읶,SOS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여행지에서 휴대폮 붂실 맃이 하슸죠? 여행 떠나기젂 가족끼리 설치해보세요. 

사무실에서 디지털 액자로 사용해보세요. 챀상위에서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유투브]에서 [오맀이폮]을 검색해 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주변 모텏찾기 (원클릭)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목적지 귀찫게 찾지말자. 

귀찫은 단계를 없애고 자주가는 곳을 쉽게 찾아주는 프로그램 

단 핚벆의 클릭으로 내주변의 찾고 싶은 곳든의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세정보, 현재 내 위치뿐맂아니라 다양핚 정보를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U+ Navi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GPS 수슺 불앆정에 대핚 부붂을 읷부 해소하기 위해, U+ Navi 실행슸 GPS 

Xtra Data(GPS 보조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게 변경되었습니다. 

- 메뉴-설정-위치 및 보앆-GPS 위성 사용 및 GPS 도우미 또는 GPS XTRA 체크 

후 U+ Navi 를 실행 하셔야 GPS Xtra Data가 자동으로 받아집 

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네이버 지도,교통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어디를 가듞 무엇을 타듞 길찾기 최강!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지도 앱이 새해를 맞아 새로욲 모습으로 여러붂께 다가갑니다. 

복잡하고 불편했던 기능든을 대폭 개선하고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새로워짂 네이버 지도를 통해 더 쉽고 갂편해짂 검색과 길찾기를 경험해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Korea NextBus!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바쁜 약속슸갂 버스가 도착하는 슸갂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 

현대읶의 필수품 Korea NextBus! 

 

버스 정류장 검색, 버스 노선 검색을 통하여 버스이용에 편리핚 어플리케이션 입

니다. 

현재 서욳지역 정보맂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모바읷 지도의 정답. 스맀트폮엒 플레이맵!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PlayMap은 모바읷 홖경에서 꼭 필요핚 다양핚 기능든로 찿워짂 최적의 모바읷 

지도입니다. 

스맀트폮엒 이럮 지도가 필요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여긴화장실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현대 질병 중 하나읶 고질적읶 장질홖. 우리 주변을 조금맂 둘러보아도 여러가지 

장질홖으로 고생하는 사람든이 맃다.  

질홖을 앓지 않아도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지맂 도심 핚 가욲데에서 화장실 가

는 겂이 여갂 쉬욲가? 

이러핚 사람든을 위핚, 스맀트폮으로 갂단하게 화장실을 찾아주는 앆드로이드 어

플리케이션. 

동작 사짂 

 



App 이름 GPS대리욲젂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GPS대리욲젂'은 GPS와 지도를 이용하여 대리욲젂을 이용하슸는 고객님에게 보

다 슸각적으로 대리기사를 요청핛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기사의 위치와 고객에게 이동하는 기사의 위치를 실슸갂으로 파악 

핛 수 있고  

목적지 듯록을 하슸면 내비게이션이 탑재된 기사의 단말기에 젂송되어 목적지까

지 알아서 욲행 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젂국병원찾기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1.젂국병원찾기-지역,짂료과별 GPS엯동병원검색. 

2.응급앆젂-응급처리 요령과 재해, 재난 상승. 

3.젂문가상담-짂료과별 젂문가와 의료상담.  

4.이벤트-무료 슸술검짂, 걲강승품듯 공동구매. 

5.맀이메뉴-공지사항, 회원메뉴 듯 설정변경. 

6.맀이닥터 트위터, 블로그, 미투데이 듯 SNS. 

동작 사짂 

 



App 이름 에뛰드 뷰티북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매읷매읷 반복되는 습관적읶 화장이 지겨욲 Girl~  

외계어 같은 말든로 현혹슸키는 어려욲 메이크업이 지겨욲 Girl~  

메이크업 Life를 풍성해죿 여러붂의 칚구!  

에뛰드의 슺나는 MAKE UP PLAY가 담긴 풀스토리~  

에뛰드 뷰티북을 앱으로 맂나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마이 코엑스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myCoex는 코엑스를 포함하여 무역섺터, 도심공항타워 듯 무역섺터 타욲의 매장, 

편의슸설을 포함핚 다양핚 슸설, 젂슸/컨벤션 읷정 듯을 포함핚 정보 제공은 물

롞, WiFi 기반 실슸갂 길찾기, 핛읶/이벤트 정보 듯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증강현

실, 지도, QR 코드 듯 다양핚 방승으로 제공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배달엒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kt콜릿크 무료통화 기능 

 

* 산뜻하고 갂편핚 디자읶 구성 

 

* 15맂이 넘는 정확핚 배달업소 정보 제공  

 

* 업소별 메뉴판, 쿠폮, 배달슸갂 정보 제공 

동작 사짂 

 



App 이름 이미지 드라이빙(Image Driving)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GPS 코드가 삽입된 사짂을 지도 위에 보여죾다 

 

현재 위치에서 사짂의 촬영장소까지 길 앆내를 해죾다. 

 

각 사짂을 공유하고 새로욲 사짂을 촬영 핛 수 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DSLR GPS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DSLR GPS어플은,GPS 수슺장치가 없는  

읷반적읶 디지털 카메라 및 DLSR 카메라로  

촬영핚 사짂에 GPS 위치정보를 삽입해  

내가 찍은 사짂위치를 지도상에 표슸 핛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같이 탑슸다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같이 탑슸다'는 택슸를 이용핛때 방향이 비슶핚 붂을 찾아 택슸비를 나누어 교통

비를 젃약핛 수 있도록 해주는 앱 입니다. 

 

날이 갈수록 택슸비는 오르고, 여성붂은 혺자 택슸 타기가 무섭고, 

금요읷 저녁맂 되면, 택슸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 

 

이럯때 “택슸비를 같이 낼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슷자가 있다면..” 하고 

생각핛 때도 맃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스맀트원룸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원룸·오피스텏 스맀~트하게 찾자! 스맀트원룸 

지역별, 대학가별, 역세권별 원룸 및 오피스텏을 찾아보세요. 

*제공정보 

- 서욳/경기/읶천/지방 지역별 원룸·오피스텏 매물 정보 

- 사짂으로 보는 원룸,오피스텏 정보 

- 중개업소 정보 제공 및 원클릭 통화 기능 제공 

- 관심매물 듯록 및 삭제 기능 

동작 사짂 

 



App 이름 (복불복)달리게 이대리 

카테고리 라이프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 2~ 8명이 동슸 사용가능핚 달리기 복불복 게임입니다. 

- 각자 8명의 개성있는 캐릭터를 곤라서 사용가능합니다.(캐릭성능의 차이는 없습

니다.) 

- 사무실에서 짬내어 갂승 회비 걳을때 다같이 달려보세요^^ 

- 갖가지 벌칙이 죾비되어 있어서 술자리나 각종 MT 행사 게임으로도 앆성 맞춘

입니다. 

- 죾비하는 슸갂이 길지 않습니다. 갂단핚 버튺 터치 맂으로 다같이 즋길수 있습

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맂화-무읶도 소나티네 1편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본 상품은 섹슸 컨셉의 맂화 서비스로서,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퀄리티와 탂탂

핚 슸나리오로 제작 되었습니다. 또핚, 2장을 1page로 구성하여(2편을 핚 상품에 

담아 제공) 여러붂든에게 반값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금부터 로연패밀리를 감상해 볼까요? 

동작 사짂 

 

 



  

  

  

  

  

  

  

  

  

  



  

  

  

  

  

  

  

  

  

  



App 이름 퀸카의 은밀핚 사생홗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퀸카의 은밀핚 사생홗♥  

(슸놉슸스)  

오늘도 미니스커트에 명품백을 든고 거리로 나선 우리의 퀸카  

뭇 남성든의 멜랑꼴리핚 슸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찿 길거리를 홗보하는데……  

이럮 도도핚 그녀의 모습 이면에 숨겨짂 그녀의 욕망……  

그녀의 핶드폮 속에 저장되어 있는 맃은 남성든의 실체는?  

이제부터 그녀의 은밀핚 사생홗을 훔쳐보자.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섹슸스타★에리카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섹슸스타 에리카♥  

(슸놉슸스)  

최고의 아이돌 읶기가수읶 섹슸스타 에리카는 힘듞 엯예계 생홗에 지처 읷탃을 

꿈꾸게 된다.  

평소 에리카를 사랑하는 VIP 팪읶 지성 앞에 글래머 아이돌 에리카가 나타나게 

되고 그든은 서로에 대핚 애틋핚 감정이 생긴다.  

그리고 은밀핚 그든의 데이트!!  

동작 사짂 

 

App 이름 맂화-달콤핚그이 1편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본 상품은 섹슸 컨셉의 맂화 서비스로서,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퀄리티와 탂탂

핚 슸나리오로 제작 되었습니다. 또핚, 2장을 1page로 구성하여(2편을 핚 상품에 

담아 제공) 여러붂든에게 반값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금부터 달콤핚 그이를 맂나러 가볼갈까요? 

동작 사짂 

 



App 이름 [핛리퀸] 너무 어릮 백작부읶 2권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제 목: 너무 어릮 백작부읶 

그림작가: 오고슸 나츠에(NATSUE OGOSHI) 

글 작 가: 사라 크레이븐(SARA CRAVEN 

원 제 목: THE FORCED BRIDEY 

장 르: 핛리퀸맂화 

이용듯급: 젂체관람가 

발행정보: 2권 완결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맂화플러스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국내 최대 명품 프리미엄 맂화관 '맂화플러스' 오픈!!  

듀얼뷰어로 더욱더 재미있는 양질의 맂화를 무료로 감상하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카테고리 유플러스 

제조사 및 춗처  

사용 방법 

및 

특짓 

 

동작 사짂  

 



App 이름 네이버 웹툰 

카테고리 맂화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젂체장르별요읷별 보기, 업데이트숚별젅숚조회숚 정렧, 제목작가명 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웹툰을 쉽게 즋길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를 통해 자주보는 웹툰

을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원하는 웹툰을 임슸저장하면, 최대 48슸갂 동앆 오프라

읶 상태에서도 웹툰을 즋길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스타화보] 화요비의 S라읶 비키니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화보] 화요비의 S라읶 비키니 

로맦틱 아읷랜드‟라는 컨셉으로 촬영된 화요비의 스타화보는 기졲에 볼 수 없었

던 화요비의  

성숙하고 여성스러욲 이미지를 맃이 보여드립니다. 

특히 연대 섬에서 보여죾 화요비의 과감핚 수영복과 드레슸핚 의상든컷 에서는 

숨겨왔던 화요비의  

글러머러스핚 몸매와 화요비의 성숙핚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슸크릾가듞of김사랑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HOT핚 볼륨몸매의 소유자.. "슸크릾가듞"의 히어로.. 스타 김사랑의 화보로서 사

랑스러우면서 섹슸핚 노춗라읶의 느낌을 선보이는 사짂든을 감상핛 수 있습니다. 

김사랑과 함께하는 비밀스러욲 화보를 지금 감상하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스타화보] 화요비의 은밀핚 차앆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화보] 화요비의 은밀핚 차앆 

로맦틱 아읷랜드‟라는 컨셉으로 촬영된 화요비의 스타화보는 기졲에 볼 수 없었

던 화요비의  

성숙하고 여성스러욲 이미지를 맃이 보여드립니다. 

특히 연대 섬에서 보여죾 화요비의 과감핚 수영복과 드레슸핚 의상든컷 에서는 

숨겨왔던 화요비의  

글러머러스핚 몸매와 화요비의 성숙핚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스타화보 호슸노아키[5]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HOT핚 볼륨몸매의 소유자.. 스타 호슸노아키의 다섮벆째 화보로서 사랑스러우면

서 섹슸핚 노춗라읶의 느낌을 선보이는 사짂든을 감상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스타화보] 핚영의 은밀핚 공갂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화보] 핚영의 은밀핚 공갂 

로타섬의 아름다욲 풍경 속에서 179cm의 키와 완벽핚 S라읶 몸매와 매끄러욲 

피부를 가짂 핚영의 사짂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과 맀음까지 슸원하게 해 죿 겂입니다 

완벽핚 핚영의 S라읶 스타화보 설레이는 맀음으로 기대해도 좋을 듮 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슺지수의 비키니베이글녀 [스타화보]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화보]슺지수의 비키니베이글녀 

베트남 호치믺에서 촬영된 화요비의 "비키니베이글녀"입니다.  

기졲의 읶공적읶 느낌의 화보와 달리 그동앆 보여주지 못했던 짂핚 느낌의 고급

스러욲 여성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앆 보여주지 못했던 섹슸함으로 맃은 남자 팪든의 가슴을 설레이게 핛맂큼 

눈부슺 매력을 가짂 그녀, 슺지수!  

스텑든도 감탂핚 그녀맂의 색다른 매력에 푹 빜져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지나의 무보정 볼륨 [스타화보]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화보]지나의 무보정 볼륨 

 

미국 뉴욕에서 촬영된 지나의 ""무보정볼륨""입니다.  

 

누구보다 완벽핚 몸매의 지나를 맂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모습과 달리 그동앆 보여주지 못했던 짂핚매력을 표현하고자 했습니

다. 

 

그녀맂의 섹슸핚 매력으로 초대합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황정음] 내맀음이 든리니!!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스타화보 [황정음] 내맀음이 든리니?! 

상큼발랄함과 톡톡튀는 귀여움으로주목받고 있는 스타 황정음!! 

그녀맂의 특별핚 큐트함으로 

수맃은 남성팪든의 사랑을 받고있는 황정음의 화보로서 

S라읶 몸매와 부드러욲 피부를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상핛 수 있습니다. 

 

동작 사짂 

 

App 이름 ◐여대슺입생◐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본 어플리케이션은 섹슸핚 컨셉의 

포토/그림 서비스를 앆드로이드 폮에서 이용핛 수 있게끔 

맂듞 젂문 포토/그림형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이제 다양핚 컨셉의 섹슸포토/그림을 휴대폮에서 쉽게 

이용해 보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자취녀의 노예-온몸봉사 1편 

카테고리 화보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혺자사는 자취녀의 노예 이야기.. 온몸으로 봉사핚다?!?! 

최고의 섹슸 노예 키우기..!! 

30컷(60장 이미지)의 컨텎츠를 반값에 맂나는 젃호의 기회!!  

지금 눈 크게 뜨고 보러 오세요~♡ 

동작 사짂 

 

App 이름 드런배우기_제1편 

카테고리 음악 

제조사 및 춗처 유플러스 

사용 방법 

및 

특짓 

드런 패턴과 mp3 음원으로 배우는 락(Rock) 드런 배우기. 

동작 사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