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준비된 홈페이지에서의 

핸드폰 사용안내  

※가장 중요한 요점. 
   “새로 등록된 글”과 “공지사항”을 우선 참고. 
        (로그인)과    MENU를 이용바람. 
    글쓰기 권한은 회원가입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요 

■ 호스팅(Hosting) 및 도메인(Domain) 
1. 호스팅 : www.woweb.net , 도메인 : www.mailplug.com  

호스팅(웹서버) : 저장공간이 호스팅,  도메인 : 저장공간의 주소. 
도메인을 구입해서(사용권을 획득) 호스팅서버(웹서버)에 설정(네임서버). 

■ 홈페이지의 특이점과 장점 
1. 보다 진일보한 표준화 형식 채택. 
▷ 웹 표준 : 모든 브라우저에 공통 적용됨. 
▷ 반응형 웹 : 자동으로 "반응”해 그 해상도에 맞는 설정, 세팅돼 디스플레이. 
▷ 웹 접근성 : 한 개의 소스 프로그램으로 PC, 해상도, 모바일 동시사용. (공
개된 언어(html5,ccs3) 및 표준에 충실(PC에서 화면 줄이면 곧 모바일). 

2. 홈페이지 사용 등록 안내 
▷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하실 데이터의 종류.(동영상, 사진, 음원, 텍스트, 링크 등) 
▷ 등록이 쉬워졌고 표준화 되었다. 모바일도 동일함. 
▷ 글쓰기박스 : 글쓰기(서체,문자크기,음양,첨자)입력,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 표그리기와 텍스트에서 사진올리기, 링크,복사. 
▷ 별도입력 : 동영상 링크, 다운로드 파일 올리기, 첨부화일 등.  

 

http://www.woweb.net/
http://www.mailplug.com/


PC사용 과 핸드폰사용(동일한 사용) 

■ PC사용 1 

1. 컴퓨터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기 

   http://www.vit2be.com 

2. 주소창에서 홈피주소 찾기 

    주소창에 “제천백운교회”라고 입력한다. 



■ PC사용 2 

3. 검색창을 열면 맨 윗쪽에 A백운운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릭하면 

4. 전화번호, 분류,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 핸드폰 사용 1 

1. vit2be.com을 터치하면 모바일 홈으로 들어갑니다. 

2. 모바일 홈페이지를 항시 사용할수 있게 “북마크” 

     “홈화면 추가”만들기. 

3. 제일 하단에 보면 별표가 보입니다. 

4. 별표는 “북마크”아이콘입니다. 

5. 별표를 터치하면 작은창이 뜨는데  

6. 북마크수정이란 창입니다. 

7. 그곳에서 “완료”누르면 

8. 핸드폰 화면에 “리본별표”북마크가 생깁니다. 

9. 이후에는 북마크를 통해 사용합니다. 

▩ 다른 핸드폰(브라우저)에서의 북마크만들기 

    크롬, 구글, 네이버(다음) : 

   “북마크,홈화면 추가”공히 공통사용. 

    옆그림에서 홈화면 추가하기는 : 아이콘을 치면 

    그 안에 홈화면추가, 홈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가 홈화면에 만들어 집니다. 



■ 핸드폰 사용 2 

1. 핸드폰 홈페이지에서 기능 알아보기. 

2. MENU를 터치하면 전체 메뉴가 나타납니다.  



■ 핸드폰 사용 2 

3. 로그인을 치면 로그인화면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된 상태. 

◈ 로그인 밑에 •Remember me 에 체크하면 다음부터 로그인 하지 않아도 계
속 로그인상태가 유지됩니다.(날 기억해 주세요.) 



■ 핸드폰 사용 3 

3. 데이터(사진)를 넣는 방법. 

4. 글쓰기 터치, 단축키알림에서 사진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모티콘,아이콘,회원이미지) 



■ 핸드폰 사용 4 

5. 사진아이콘을 터치하면. 

6. 파일선택을 터치하면 화면에  Select File“카메라, 문서” 

  카메라:사진찍기로 바로 이동, 문서:사진,동영상 겔러리등 문서모음. 

  필료한 정보를 선택하면 됨. 



7. 시진이 등록됨. 

8. 링크#1:동영상주소넣는 곳. 링크#2:다운로드 파일 

9. +파일추가, 파일삭제. 

10.작성완료. 

■ 핸드폰 사용 5 끝 



■ 마무리 정리와 앞으로의 운영계획 

• 네이버 밴드와의 연계 운영. 

• 관심있는 교우들의 참여, 운영기획 수립. 
  (소속 및 유익한 자료 발굴 게재) 

• 백운향 제작 프로그램 습득(포토샵포함)참여.  

• 유튜브를 이용한 풍성한 자료비축. 
  (유튜브를 잘 이용하는 교우들의 홈피에의 링크작업) 

• 필요하면 더욱 자세한 교육을 통한 기회가 주어지면 

  별도의 교육시간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