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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2백만명에게 공짜 아침을 하루동안 제공한 미국 레스토랑 체인 데니스  

 GoodLife 삶/감동적인이야기 2009/02/04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부에서 서부까지 총망라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제법 근사한 아침 식사
를 제공한 데니스 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분류 전체보기

Eee PC SeaShell 1008 HA - 

울트라 포터블 10인치 넷북  

2009/03/03 

울트라 포터블 넷북 Eee PC SeaShell 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에 책
정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탐나는 물건입
니다. 얼마전에 1000 HA 사서 잘 사용하
고 있는데... 새거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리

네요. 누.. 

미국 남성용 잡지 맥심에서 본 미
국 여성들의 성에 대한 솔직한 답

변들  2009/03/03 

아마 이런류의 설문을 우리나라에서도 많
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자그마치 2000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잘 없었던것 같아
서 몇가지 소개합니다. 옆의 사진은 

maxim.com의 메인 페이지에 있는 사진
입니다. (출처: http:.. 

추천할만한 미국내 지름 부추김 
사이트들  2009/02/28 

소위말하는 핫딜에 댛한 정보를 거의 실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몇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름신을 부추기는 
사이트들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근검 
절약 중이시라면 그만 읽기를 권해 드립
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몇.. 

Eee PC 1000H 하드디스크와 램 
업그레이드 하기  2009/02/27 

얼마전에 아수스 Eee PC 1000ha를 장
만해서 잘 사용하다가, 최적화 한다고 새
로 윈도우즈 설치하기는 귀찮고 램디스크
나 이부스터등을 설치하겠다는 핑계로 램
을 업하고 싶은 바람이 불어서... 램을 장

만해서 설치했었답니다... 

MSN 라이브 메신저 광고 안나오
게 하는 방법  2009/02/27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 메신저 사용할 
경우, 아래 쪽에 광고가 나옵니다. 항상 원
하는 광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
는 광고도 나오고 해서 안보고 싶은 경우, 

광고가 안나오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
서 소개합니다. 설치도 필요.. 

메모리가 넉넉하다면 램디스크를 
사용해보자  2009/02/27 

요즘 램 가격이 정말로 많이 착해진것 같
습니다. 만약 윈두우즈 XP를 사용중이고 
램이 2기가 쯤 된다면, 램디스크를 만들

어서 인터넷 익스플러어나 파이어팍스의 
임시저장소로 사용하게 되면, 하드에 캐

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하드를 오.. 

넷북 사용시 인터넷 속도 빨리하
기 2009/02/26 

물론 일반 컴퓨터에서도 됩니다. 하지만, 

넷북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
다. 인터넷 빠르게 해주는 윈도우즈 레지
스트리 변경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처
럼 따라하면 넷트웍 상에서 스케줄되어 

있는 태스크 실행 할 것이 있는지.. 

아이폰 아이팟터치 - 새롭고 편리
한 키보드 레이아웃  2009/02/26 

감옥탈출한 폰에만 해당됩니다. 간혹 아
이폰이나 아이팟터치에서 영문과 숫자를 
함께 입력할때, 숫자를 칠려면 쉬프트키
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을 겪은 분들이 많
을 듯 합니다. 특히, 특수문자들을 이용할

려면 더 번거롭지요... 감옥탈출.. 

노키아 핸드폰 VMWare 이용해
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즈 
모바일 동시 이용  2009/02/26 

노키아 핸드폰에 VMWare MVP 

hypervisor 를 이용해서 구글의 안드로
이드와 윈도우즈 CE를 함께 구동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기즈모도 소식에 따르면 
20킬로바이트의 "bare metal" 가상 머

신으로 핸드폰의 O.. 

최연소 겸임 교수된 이인혜  

2009/02/26 

네x버에 뜬 기사 "고대 엄친딸" 최연소 교
수로 강단 올라 기사를 보고 누가 이인혜
이고 도대체 몇살이 최연소인지 한번 알
아봤습니다. 1981년 생이라면 만을로 
28살이네요. 학력이 고려대학교라고 되

어있는 것으로 봐서 석사 학위.. 

PDF-to-Word 변환하기  

2009/02/26 

가끔 PDF를 MS-Word로 변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워드에서 PDF로 만
든 경우에는 PDF에서 워드로 비교적 쉽게 
변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소개할 웹 기

반의 무료 변환 프로그램은 스캔한 PDF도 
워드로 변환해.. 

윈도우즈에서 8기가 SD 카드 인
식 못하는 문제 해결  2009/02/23 

8기가 짜리 SDHC 샌디스크 (클래스 6)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넷북에서는 쉽게 인
식을 하는데, 노트북에서는 감감 무소식
이더군요. 같은 윈도우즈 XP를 사용중이
라 하드웨어 문제인지 알았는데, 윈도우

즈 OS 의 버전 문제라는.. 

더보
기  

아이폰 아이팟터치 - 새롭고 편리
한 키보드 레이아웃 2009/02/26   

재미난 아이폰 어플 Girls of the 

PAC-10 2009/02/20   

애플 감옥탈출 불법이라고 선언 -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09/02/15   

Hackulo.us 가 만든 Installous 

설치하기 2009/02/06   

Crackulous 라는 App Store 어
플 크랙하는 툴... 2009/02/02   

아이팟터치 2세대 감옥탈출 방법 
[업데이트] 2009/02/01   

무선으로 사진을 출력해주는 Air 

Photo 2009/01/27   

무선으로 아이폰 아이팟터치 사진 
바로 다운 받기 2009/01/26   

아이폰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기 (PDANET) 

2009/01/21   

아이폰/아이팟터치 더보기  

Eee PC 1000H 하드디스크와 
램 업그레이드 하기 2009/02/27   

MSN 라이브 메신저 광고 안나오
게 하는 방법 2009/02/27   

메모리가 넉넉하다면 램디스크를 
사용해보자 2009/02/27   

넷북 사용시 인터넷 속도 빨리하기 

2009/02/26   

PDF-to-Word 변환하기 

2009/02/26   

윈도우즈에서 8기가 SD 카드 인
식 못하는 문제 해결 2009/02/23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7 테
마 사용하기 - 해킹없이 바로 설치 

2009/02/22   

윈도우즈에서 Ctrl-Alt-Del 누르
지 않고 바로 로그인 하게 만들기 

2009/02/20   

리눅스 101 해킹 e-book 공짜로 
다운 받자 2009/02/18   

컴퓨터활용 더보기  

Eee PC SeaShell 1008 HA - 
울트라 포터블 10인치 넷북 

2009/03/03   

모바일에 최적화된 구글의 공짜 책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세요 

2009/02/06   

이젠 TV도 3D로 방송하는 미국드
라마 2009/02/04   

획기적인 미국 수퍼볼 광고들 한번
에 볼 수 있는 곳 2009/02/02   

빛이드는창님의 이벤트 행사 

2009/02/01   

엄청난 파괴장면을 보여주는 트랜
스포머 속편의 미국 수퍼볼 광고 

2009/02/01   

수족관으로 변신한 길거리의 공중
전화부스 2009/02/01   

150,000불 내고 자신의 개를 복
제한 노부부 2009/01/30   

25년전에 처음 나온 애플의 매킨
토시와 애플의 슈퍼볼 광고 

2009/01/28   

새로운소식

좋은생활 (Good Life)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
이 되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항상 좋은 세상
에서 좋은 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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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부에서 서부까지 총망라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제법 근사한 아침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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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분류 전체보기

Eee PC SeaShell 1008 HA - 

울트라 포터블 10인치 넷북  

2009/03/03 

울트라 포터블 넷북 Eee PC SeaShell 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에 책
정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탐나는 물건입
니다. 얼마전에 1000 HA 사서 잘 사용하
고 있는데... 새거 나오니까 마음이 흔들리

네요. 누.. 

미국 남성용 잡지 맥심에서 본 미
국 여성들의 성에 대한 솔직한 답

변들  2009/03/03 

아마 이런류의 설문을 우리나라에서도 많
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자그마치 2000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잘 없었던것 같아
서 몇가지 소개합니다. 옆의 사진은 

maxim.com의 메인 페이지에 있는 사진
입니다. (출처: http:.. 

추천할만한 미국내 지름 부추김 
사이트들  2009/02/28 

소위말하는 핫딜에 댛한 정보를 거의 실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몇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름신을 부추기는 
사이트들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근검 
절약 중이시라면 그만 읽기를 권해 드립
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몇.. 

Eee PC 1000H 하드디스크와 램 
업그레이드 하기  2009/02/27 

얼마전에 아수스 Eee PC 1000ha를 장
만해서 잘 사용하다가, 최적화 한다고 새
로 윈도우즈 설치하기는 귀찮고 램디스크
나 이부스터등을 설치하겠다는 핑계로 램
을 업하고 싶은 바람이 불어서... 램을 장

만해서 설치했었답니다... 

MSN 라이브 메신저 광고 안나오
게 하는 방법  2009/02/27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 메신저 사용할 
경우, 아래 쪽에 광고가 나옵니다. 항상 원
하는 광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
는 광고도 나오고 해서 안보고 싶은 경우, 

광고가 안나오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
서 소개합니다. 설치도 필요.. 

메모리가 넉넉하다면 램디스크를 
사용해보자  2009/02/27 

요즘 램 가격이 정말로 많이 착해진것 같
습니다. 만약 윈두우즈 XP를 사용중이고 
램이 2기가 쯤 된다면, 램디스크를 만들

어서 인터넷 익스플러어나 파이어팍스의 
임시저장소로 사용하게 되면, 하드에 캐

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하드를 오.. 

넷북 사용시 인터넷 속도 빨리하
기 2009/02/26 

물론 일반 컴퓨터에서도 됩니다. 하지만, 

넷북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
다. 인터넷 빠르게 해주는 윈도우즈 레지
스트리 변경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처
럼 따라하면 넷트웍 상에서 스케줄되어 

있는 태스크 실행 할 것이 있는지.. 

아이폰 아이팟터치 - 새롭고 편리
한 키보드 레이아웃  2009/02/26 

감옥탈출한 폰에만 해당됩니다. 간혹 아
이폰이나 아이팟터치에서 영문과 숫자를 
함께 입력할때, 숫자를 칠려면 쉬프트키
를 눌러야 하는 불편함을 겪은 분들이 많
을 듯 합니다. 특히, 특수문자들을 이용할

려면 더 번거롭지요... 감옥탈출.. 

노키아 핸드폰 VMWare 이용해
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즈 
모바일 동시 이용  2009/02/26 

노키아 핸드폰에 VMWare MVP 

hypervisor 를 이용해서 구글의 안드로
이드와 윈도우즈 CE를 함께 구동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기즈모도 소식에 따르면 
20킬로바이트의 "bare metal" 가상 머

신으로 핸드폰의 O.. 

최연소 겸임 교수된 이인혜  

2009/02/26 

네x버에 뜬 기사 "고대 엄친딸" 최연소 교
수로 강단 올라 기사를 보고 누가 이인혜
이고 도대체 몇살이 최연소인지 한번 알
아봤습니다. 1981년 생이라면 만을로 
28살이네요. 학력이 고려대학교라고 되

어있는 것으로 봐서 석사 학위.. 

PDF-to-Word 변환하기  

2009/02/26 

가끔 PDF를 MS-Word로 변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워드에서 PDF로 만
든 경우에는 PDF에서 워드로 비교적 쉽게 
변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소개할 웹 기

반의 무료 변환 프로그램은 스캔한 PDF도 
워드로 변환해.. 

윈도우즈에서 8기가 SD 카드 인
식 못하는 문제 해결  2009/02/23 

8기가 짜리 SDHC 샌디스크 (클래스 6)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넷북에서는 쉽게 인
식을 하는데, 노트북에서는 감감 무소식
이더군요. 같은 윈도우즈 XP를 사용중이
라 하드웨어 문제인지 알았는데, 윈도우

즈 OS 의 버전 문제라는.. 

더보
기  

아이폰 아이팟터치 - 새롭고 편리
한 키보드 레이아웃 2009/02/26   

재미난 아이폰 어플 Girls of the 

PAC-10 2009/02/20   

애플 감옥탈출 불법이라고 선언 -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09/02/15   

Hackulo.us 가 만든 Installous 

설치하기 2009/02/06   

Crackulous 라는 App Store 어
플 크랙하는 툴... 2009/02/02   

아이팟터치 2세대 감옥탈출 방법 
[업데이트] 2009/02/01   

무선으로 사진을 출력해주는 Air 

Photo 2009/01/27   

무선으로 아이폰 아이팟터치 사진 
바로 다운 받기 2009/01/26   

아이폰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하기 (PDANET) 

2009/01/21   

아이폰/아이팟터치 더보기  

Eee PC 1000H 하드디스크와 
램 업그레이드 하기 2009/02/27   

MSN 라이브 메신저 광고 안나오
게 하는 방법 2009/02/27   

메모리가 넉넉하다면 램디스크를 
사용해보자 2009/02/27   

넷북 사용시 인터넷 속도 빨리하기 

2009/02/26   

PDF-to-Word 변환하기 

2009/02/26   

윈도우즈에서 8기가 SD 카드 인
식 못하는 문제 해결 2009/02/23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7 테
마 사용하기 - 해킹없이 바로 설치 

2009/02/22   

윈도우즈에서 Ctrl-Alt-Del 누르
지 않고 바로 로그인 하게 만들기 

2009/02/20   

리눅스 101 해킹 e-book 공짜로 
다운 받자 2009/02/18   

컴퓨터활용 더보기  

Eee PC SeaShell 1008 HA - 
울트라 포터블 10인치 넷북 

2009/03/03   

모바일에 최적화된 구글의 공짜 책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세요 

2009/02/06   

이젠 TV도 3D로 방송하는 미국드
라마 2009/02/04   

획기적인 미국 수퍼볼 광고들 한번
에 볼 수 있는 곳 2009/02/02   

빛이드는창님의 이벤트 행사 

2009/02/01   

엄청난 파괴장면을 보여주는 트랜
스포머 속편의 미국 수퍼볼 광고 

2009/02/01   

수족관으로 변신한 길거리의 공중
전화부스 2009/02/01   

150,000불 내고 자신의 개를 복
제한 노부부 2009/01/30   

25년전에 처음 나온 애플의 매킨
토시와 애플의 슈퍼볼 광고 

2009/01/28   

새로운소식

좋은생활 (Good Life)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
이 되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항상 좋은 세상
에서 좋은 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Goo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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