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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민간자격제도시행

릫통신긿금융이야기릮 발간

고객서비스평가단모집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
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
해 정보보호 민간자격 제도를 시행키로 했
다.
이는 최근 불법 해킹과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가 급증하면서 정보보호 인력이
크게 모자라나 정보보호 자격제도는 한국정
보통신자격협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보안전
문가 자격시험과 동국대에서 시험을 대행하
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 전문가(CISSP)시험
이 고작이어서 전문인력을 제 때 충족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
정통부는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자격제도 기획과 품질관리
기능, 출제 등 정책기능은 한국정보보호센터
에서, 시험 시행과 자격증 관리 등 집행기능
은 정보통신교육원이, 시험시행·접수 업무
는 정보통신교육원 지방분원에서 각각 맡도
록 했다 .
올해 첫 시험은 자격내용 등을 확정한 뒤

정보보호 실무담당자 수준에 맞춰 11월께 실
시된다 .

부산 체신 청은
릫우정이와 온정이가
들려주는 통신긿금융
이야기릮라는 통신과
금융에 관한 참고
도서 4천부를 발간 ,
부산 울산 경남 지
역의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무료
배포했다. 이 책은

통신의 발달과정 , 우체국에서 하는 일, 우편
물 보내기, 우표의 탄생, 통장만들기 등 통신
과 금융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우체국 견학
계획서 등으로 이뤄졌다 . 책 내용은 부산체
신청 홈페이지(www.mic.go.kr/~pusanic)에
서도 볼 수 있다. 문의 600-3181∼4.

두루넷은 11일부터 8일간 릫고객 서비스 평
가단릮을 모집한다. 고객평가단은 한달간 두루
넷 서비스를 시험 사용해 보고 두루넷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출하게 된다. 두루넷
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 두루넷 서비스를 정
식으로 사용 신청할 수도 있다.
두루넷 서비스 평가단으로 참여하기 위해

서는 11~18일 두루넷 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3488)나 두루넷 홈페이지(www.th
runet.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뒤지며 재미있는 보물 찾아요

릫이스터에그릮 운영자박준현씨

개발자이름긿사진등 20여개발견

조심조심클릭하며흥미만끽

릲프로그램 메뉴의 도움말 혹은 About창에서 시
프트(Shift)+콘트롤(Ctrl)+알트(Alt) 키를 눌러보
세요 .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릳
이스터 에그 사이트(www.eegg.pe.kr) 운영자 박

준현(20)씨의 취미는 릫프로그램 샅샅이 뒤져보기릮
다. 조심조심 마우스 클릭을 하다보면 어느새 숨어
있던 이스터 에그를 발견한다. 제작자의 이름이나 ,
사진일 수도 있고, 간단한 동영상이나 게임도 발견
할 수 있다.
부활절 달걀을 의미하는 릫이스터 에그릮는 프로그

램의 개발자 이름이나 사진을 소프트웨어 속에 숨
겨놓은 것을 말한다. 삶은 달걀을 나눠주는 부활절
에, 장난기 있는 크리스천이 삶은 달걀 대신 생 달

걀을 나눠주곤 하는데 , 삶은 달걀인 줄 알고 깨 먹
으려던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는 재미를 주는 일이
있다 . 프로그래머들도 크리스천의 장난기 어린 이
스터 에그와 같은 재미를 사용자에게 주기 위해 이
스터 에그를 만들기 시작했다 . 컴퓨터 사용자 중에
는 이같은 숨어 있는 이스터 에그를 발견하는 재미
를 맛보는 이들이 많다 . 박씨도 이 중 한 사람.
릲98년 7월께 유니텔 동호회에서 윈도 95에 숨어

있던 이스터 에그를 보고 이것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터 에그 사이트를 운영하
게 된 것도 제가 발견한 이스터 에그와 다른 사람
들이 발견한 이스터 에그 자료를 널리 알려주기 위
해서이죠.릳
박씨는 릲간단한 이스터 에그는 도움말 창에서 시

프트+콘트롤+알트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찾을 수 있다릳며 릲훈민오피스, 하얀종이 한장 ,
V3Pro 2000 디럭스 등의 이스터 에그도 이같은 방
법으로 찾을 수 있었다릳고 말한다. 그가 찾아낸 이
스터 에그만 해도 20여개 .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 중 국산 프로그램은 자

신이 찾은 것이고, 대부분은 일본 미국 등 외국의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올린다 .
최근에는 DVD 타이틀에 숨어 있는 이스터 에그를
찾아보는 재미에 빠졌다고. 예를 들어 영화 미녀삼
총사의 DVD 타이틀에서 발견된 이스터 에그는 3
명의 주인공들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모습을 서비
스로 보여주고 있다.
릲엑셀이나 플래시 프로그램에서 발견되는 이스터

에그는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페인트샵 프로처럼 경쟁 업체를 겨
냥한 이스터 에그도 재미있지요 .릳
박씨는 릲있을 수도 있고 , 없을 수도 있는 이스터

에그를 찾아내는 일이 요즘은 조금 어렵다릳고 한다 .
최근 이스터 에그를 넣었다가 버그가 생기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마다 이스터 에그를 삽입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150명 정도 사이트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이스터 에그 자료를 찾
아 올리겠다고 그는 덧붙인다.

/김태경기자

콘텐츠쏟아져도활용도낮다

대화방노래방벨소리등일부만인기

무선인터넷단말기보급부진 릫걸림돌릮

유료콘텐츠에반감없어전망은밝은편

릫TV님 죄송합니다 .릮
한 이동통신 회사의 무선 인터넷 광고다. 무선 인터넷만 되면 TV가 없어

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광고와 언론 매체에서 무선 인터넷 시대
의 화려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이동전화 사용자라면 릫과연 무선
인터넷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릮를
한번쯤 궁금해 한다 .

무선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면, 릫이동중에도 e-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과 채팅을 자
유자재로 하며 , 회사 업무까지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릮 같다. 남들은 모두 무선 인터넷을 능수
능란하게 이용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발표한 무선 인터넷

콘텐츠의 인기 순위를 살펴보면, 아직도 무선 인터
넷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벨소리를 내려받거나, 채팅, 휴대폰 캐릭터 내려

받기도 무선 인터넷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릲애걔? 고작 이거야?릳라는 실망섞인 소리가 나올 법
도 하다.
뀬SK텔레콤의 n-탑=릫주식시세릮 릫섹스/로맨스릮 릫롤

플레잉 게임릮 위치추적 서비스인 릫친구 찾기릮 등 비
교적 다양한 분야가 인기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
이밖에 롤플레잉 게임과 러브러브 채팅 등도 꾸

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뀬SK신세기통신의 i터치=채팅 서비스인 릫아이챗릮

을 비롯해 대화방과 멀티미디어 노래방이 인기다.
멀티미디어 노래방의 경우 반주가 연주되면 컬러

배경화면 뒤로 노래 가사가 뜨는 서비스로 최대 16
화음과 256 컬러를 지원한다.
뀬KTF의 매직엔닷컴=016, 018 사용자들이 이용

하는 매직엔닷컴의 경우, 휴대폰 캐릭터 , 벨소리를
내려받는 서비스인 그림나라와 소리나라가 각각 1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무선 인터넷으로 MSN 사이트에 접속하는

릫MSN 모바일릮, 게임을 통해 나온
성적에 따라 경품을 받는 릫대결! 가
위 바위 보 릮 , 포털사이트 다음
(www.daum.net)에 접속할 수 있
는 릫모바일 다음릮 등으로 휴대폰을
꾸미기 위한 콘텐츠를 내려받거나
간단한 퀴즈 등이 인기 콘텐츠로
나타났다.

뀬LG텔레콤의 이지아이=휴대폰
배경화면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를 넣을 수 있는 릫이지캐릭터릮와 유무선 통합
채팅 서비스인 릫카이챗릮 등 휴대폰 꾸미는 콘
텐츠와 채팅 서비스가 인기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릲업체마다 쏟아내는 무선
인터넷 콘텐츠에 비해 , 실제 이용하는 무선 서비스
는 채팅과 문자 및 벨소리 내려받기 , 게임 등 비교
적 좁은 분야에 그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보급이 원활히 되
고 있지 않기 때문릳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통신사마다 무선 인터
넷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선 인터넷과는 달
리 , 유료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반감이 없다는 것이
다 .

릫인터넷은 공짜릮라는 인식으로 인해 유선 인터넷
에서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던 콘텐츠 사용에 따
른 요금 부과가 무선 인터넷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뀬웹스트리트 www.web-st.co.kr

인터넷 업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웹
매거진 . 쿨사이트, e-비즈니스 , 마니아 룸 등
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웹 관련 뉴스
칼럼 세미나 전시회 등의 소식과 웹 전반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인터뷰 등을 제공한다 .
뀬사커2002 www.soccer2002.co.kr

자연어 데이터 베이스 검색을 기반으로 한
축구 전문사이트. 국내외 리그 및 프로팀, 선
수를 소개하고 있다. 월드컵과 2002 월드컵의
각국 대표, 월드컵 개요 등을 비롯한 각종 축
구 상식을 알려준다.
뀬에버스토리 www.everstory.com

원어민들의 생생한 발음으로 영어 동화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 어린이들이 원어민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엄마 아빠와 함께 보고
읽고 따라할 수 있다.

쿨링팬, 컴퓨터내부어디에있나

CPU긿그래픽카드등에붙어있어

A

Q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면 쿨링 팬을 청소하

면 된다는 글을 컴퓨터 잡지에서 봤습니다 .
그런데, 쿨링 팬이 뭔지 ,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
르고 컴퓨터의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지

한 편인데 요즘 한창 배우
려고 하지요. 그렇게 어려
운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
요 .

쿨링 팬은 PC내에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
가장 중요한 CPU에 , 컴퓨터 뒤 전원 박스

(파워 서플라이)에, 그리고 요즘 나오는 PC들은
그래픽 카드에도 쿨링 팬이 붙어 나옵니다.

주로 PC마다 2~3개의 쿨링 팬이 들어있지요 .
쿨링 팬이 하는 역할은 컴퓨터 내부에 발생하는
열을 식혀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더우면 선풍기를 틀죠? 쿨링 팬도 선풍

기 날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
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항상 공기
유동을 일으키기 때문
에 먼지가 많이 쌓이죠 .
먼지가 많이 쌓이면 당
연히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
만약 깔끔하게 먼지를 제거했는데도 계속 소리

가 난다면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호 /여성포털 순이(www.sooni.com) 인터
넷강사

통신서비스사용해보고가입하세요

데이콤 유긿무선 통신 전문대리점 릫N-터릮 개장

데이콤이 최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문을 연 릫n-터릮.

릫유무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 사용해 보고
가입하세요.릮
(주)데이콤(www.dacom.net)은 최근 유무선 전화

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를 직접 이용해 보고 , 가입할 수
있는 데이콤 전문대리점 릫n-터릮를
부산진구 부전동에 개장했다.
일반인들은 릫n-터릮에서 데이콤의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LG 019, 데
이콤 콜투게더 등 유무선전화 서비
스와 천리안 보라넷 보라홈넷 사이
버패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고 가입할 수 있다.
데이콤은 릫n-터릮에서 고객 불만

이나 서비스 장애를 접수하는 한
편, 동호회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
부산 n-터의 박충석 사장은 릲일

반인들이 서비스 가입 전에 충분히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

획릳이라고 밝혔다 .
한편 (주)데이콤은 오는 2003년까지 전국에 모두 50

곳의 릫n-터릮를 확충할 계획이다. 0505-501-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