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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통합홈페이지가 사용성(웹접근성)을 강화해 참여형 홈페이지로 개편되어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이용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접근성정보의 접근성

직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구성하였습니다.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보를 분류별로 제공하는 검색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인기검색어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베스트클릭 정보로 네티즌이 자주찾는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용을 마우스 뿐만이아니라 키보드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사용자 편의성사용자 편의성

화면 해상도 1024*768 사용자의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하여 화면의 잘림없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의 확대⁄축소, 인쇄, RSS, 엑셀다운, 워드다운 등의 편리한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로 각종 홍보와 광고가 가능하도록 편의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베스트클릭 정보로 네티즌이 자주찾는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였습니다.

UMS를 이용한 행정정보서비스와 민원서비스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RSS서비스RSS서비스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혹은 Rich Site Summary)의 이니셜로 이루어진 용어로 뉴스나 블로그와 같이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쉽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사용자는 매번 사이트에 방문할 필요없이 RSS Reader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콘텐츠별 담당자 실명지정 서비스로 정보의 신뢰성 및 신속성 확보

콘텐츠별 글씨 확대, 축소 기능, 콘텐츠별 인쇄하기 기능 지원

콘텐츠별 엑셀다운로드, 워드다운로드 기능 지원

포토갤러리 이미지 서비스 : 이미지 확대, 축소기능 및 슬라이드 보기 기능 등

민원실의 담당자별 업무 열람 기능 시스템 내의 통합검색 기능으로 정보를 찾는데 편의성 지원

업무별 담당직원 찾기 서비스

관내 공공기관 검색 기능 서비스

회원가입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회원가입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무료 홍보코너 : 네티즌자유홍보, 온라인전광판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하여 홍보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웹타운) : 개인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등록하여 서비스

민원처리결과 자동통지 서비스 : 민원발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SMS통지

온라인전광판 : 개인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하여 전광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모바일 맞춤서비스모바일 맞춤서비스

부가정보 > 사이트이용안내사이트이용안내사이트이용안내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lib/support
/lib/support/use_guide


모바일 맞춤서비스모바일 맞춤서비스

가입된 회원의 정보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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