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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자들에 대한 장흥군의 노력

장흥군은 대부분의 브라우저, 취약한 환경,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하여 장흥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양ㆍ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은 접근하기 쉽고 좋은 양ㆍ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으며, 만약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홈페이지 제안/오류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째, 문서설계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문서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스크린 리더기(문서구조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하
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마우스 사용이 원활하지 않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오직 키보드만 이용하여 메뉴선택 및 이동을 하실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
다.
셋째, 본 홈페이지는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1.0 및 XHTML-1.0-Strict DTD를 준수하며,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 권
고안 『웹 컨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작 지침 1.0』을 최대한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기 위한 환경

본 홈페이지는 웹브라우저 화면해상도 1,024×768 화소를 권장하며, 1,024×768 화소이상으로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시력자를 위한 브라우저별 화면크기 조절기능 사용방법

파이어폭스(Firefox) 2.0

파이어폭스(Firefox) 상단메뉴에서 보기(V) → 텍스트 크기(Z) → 크게(I) Ctrl++ 를 하시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으며, 작게(D)
Ctrl+- 를 하시면 화면을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N) Ctrl+0 을 선택하시면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방법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단의 +키를 누르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이 확대되며, 연속해서 +키를 누르시면 일정
비율로 연속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Ctrl + +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Ctrl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단의 숫자 0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Ctrl + 0키)

키보드 사용방법(Shortcut Keys)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르면 상단메뉴중 파일(F) 메뉴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V키를 눌러, 보기(V) 메뉴로 이동하며 메뉴 세부항목이 나열 됩니다.
Z키를 눌러 텍스트 크기(X)로 커서가 이동되며 텍스트 크기메뉴의 세부선택항목이 나열 됩니다.
I키를 눌러 크게(I) 를 선택하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을 확대하실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텍스트 크기(X) 메뉴 이동까지 위와 동일하며, N키를 눌러 보통(N)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사용방법(휠 마우스 사용자만 가능)

화면 확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합니다.
초기화면 복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한 수만큼 위로 회전합니다.

오페라(Opera) 9

오페라(Opera) 9 상단메뉴에서 보기(V) → Zoom → +100%(C) Ctrl++ 또는 +10%(E) + 을 선택하시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으
며, -100%(B) Ctrl+- 또는 -10%(D) + 을 선택하시면 화면을 축소하실 수 있으며 100% * 를 선택하시면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방법

키보드 상단의 숫자 0을 누르시면 10% 비율로 화면이 확대되며, 숫자 8를 누르시면 100% 비율로 확대됩니다.(최대 1000%까
지만 확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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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확대가능)
키보드 상단의 숫자 9을 누르시면 10% 비율로 화면이 축소되며, 숫자 7를 누르시면 100% 비율로 축소됩니다.(최소 20%까지
만 축소가능)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키보드 상단의 숫자 6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사용방법(Shortcut Keys)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르면 상단메뉴중 파일(F) 메뉴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V키를 눌러 Zoom로 커서가 이동되며 Zoom 메뉴의 세부선택항목이 나열 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100%(C) Ctrl++, +10%(E) + 또는 해당비율(100% 이상의 비율) 를 선택하시고 Enter키를 누르시
면 일정비율로 화면을 확대하실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Zoom 메뉴 이동까지 위와 동일하며,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100% *를 선택하시고
Enter키를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 사용방법(휠 마우스 사용자만 가능)

화면 확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합니다.
초기화면 복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한 수만큼 위로 회전하는 방법이 있으
며. 마우스의 휠버튼을 한번 눌러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6 - 텍스트크기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6 상단메뉴에서 보기(V) → 텍스트 크기(X) → 크게(L) 또는 가장 크게(G) 를 하시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으며, 텍스트 크기(X) → 작게(S) 또는 가장 작게(A) 를 하시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으며 보통(M) 을 선택하시면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방법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르면 상단메뉴중 파일(F) 메뉴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V키를 눌러, 보기(V) 메뉴로 이동하며 메뉴 세부항목이 나열 됩니다.
X키를 눌러 텍스트 크기(X) 로 커서가 이동되며 텍스트 크기메뉴의 세부선택항목이 나열 됩니다.
A키를 눌러 가장 작게(A) 또는 S키를 눌려 작게(S) 를 선택하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을 축소하실수 있습니다.
G키를 눌러 가장 크게(G) 또는 L키를 눌려 크게(L) 를 선택하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을 확대하실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텍스트 크기(X) 메뉴 이동까지 위와 동일하며, M키를 눌러 보통(M)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사용방법(휠 마우스 사용자만 가능)

화면 확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위로 회전합니다.(최대 확대는 2단계로 제한적입니다.)
화면 축소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합니다.
초기화면 복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위로 회전한 수만큼 아래로로 회전합니다. 마우스의
휠버튼을 한번 눌러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7 - 확대/축소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7 상단메뉴중 오른쪽에서 페이지(P) → 확대/축소(Z) → 확대 Ctrl + 또는 해당 비율(400% ~
50%) 을 선택하시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으며, 100% 를 선택하시면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방법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단의 +키를 누르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이 확대되며, 연속해서 +키를 누르시면 일정
비율로 연속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Ctrl + +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Ctrl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단의 숫자 0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Ctrl + 0키)

키보드 사용방법(Shortcut Keys)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르시고 P키를 누르시면 상단메뉴중 페이지(P) 메뉴의 세부선택항목이 나열 됩니다.
Z키를 눌러 확대/축소(Z)로 커서가 이동되며 확대/축소 메뉴의 세부선택항목이 나열 됩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확대 Ctrl + 또는 해당비율(100% 이상의 비율) 를 선택하시고 Enter키를 누르시면 일정비율로 화
면을 확대하실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확대/축소(Z) 메뉴 이동까지 위와 동일하며,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100%를 선택하시
고 Enter키를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 사용방법(휠 마우스 사용자만 가능)

화면 확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합니다.
초기화면 복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한 수만큼 위로 회전합니다.

네스케이프(Netscap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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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케이프(Netscape) 8 상단메뉴에서 보기(V) → 텍스트 크기(X) → 크게(I) Ctrl++ 를 하시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으며, 작게
(D) Ctrl+- 를 하시면 화면을 축소하실 수 있으며 보통(N) Ctrl+0 을 선택하시면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방법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단의 +키를 누르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이 확대되며, 연속해서 +키를 누르시면 일정
비율로 연속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Ctrl + +키) 연속해서 -키를 누르시면 일정비율로 연속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Ctrl키를 누르시고 키보드 상단의 숫자 0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Ctrl + 0키)

키보드 사용방법(Shortcut Keys)

키보드의 왼쪽 Alt키를 누르면 상단메뉴중 파일(F) 메뉴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V키를 눌러, 보기(V) 메뉴로 이동하며 메뉴 세부항목이 나열 됩니다.
X키를 눌러 텍스트 크기(X) 로 커서가 이동되며 텍스트 크기메뉴의 세부선택항목이 나열 됩니다.
I키를 눌러 크게(I) 를 선택하시면 일정비율로 화면을 확대하실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복귀하시는 방법은 텍스트 크기(X) 메뉴 이동까지 위와 동일하며, N키를 눌러 보통(N)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사용방법(휠 마우스 사용자만 가능)

화면 확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위로 축소는 아래로 회전합니다.
초기화면 복귀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Ctrl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버튼을 아래로 회전한 수만큼 위로 회전합니다.

실명제 홈페이지 운영

웹메일 서비스 : 장흥군 전자우편서비스(이하 장흥메일)는 무료로 제공되는 보안 웹메일 서비스로 10Mbyte 메일 용량을 제공해 드리
는 서비스입니다.
분야별(기능별 홈페이지 안내)

장흥군 메인페이지 : 정남진장흥, 전자민원서비스, 지역경제, 주민복지, 정보마당, 열린광장의 6개 대분류를 구성하여 카테고리별로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읍면 및 마을별 블로그 : 읍 · 면 및 마을별 블로그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장흥군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 : 우리군 역사ㆍ문화ㆍ관광자료만을 모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으로 한눈에 알아 보실 수 있
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사항 및 불편사항 신고접수 : 홈페이지 제안/오류 접수 코너에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때 : 홈페이지상에서 해당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뷰어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은 경우 : 익스플로러 상단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탐색)을 하시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이 부분이 check 가 되어 있으면 한글 첨부파일 내려받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그 부분의 check
를 해제 하고 나서 적용시킨 후 열려있는 모든 Explorer를 닫고 다시 Explorer를 여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
은 조치를 취한 후에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링크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
다. 설정을 바꾸신 후에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실 때에는 "홈페이지 의견수렴"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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