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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13.04.02 14:53 등록자 영양군 조회수 974

이지은이지은  작성일2013-04-02 16:15:43

답변이 필요 없는 자기의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등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과연 정현도 씨의 글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주로 자신의 문학
작품?이거나 복사한 글이던데... 
이곳은 문인협회의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군청의 자유게시판입니다. 

정현도씨의 글은 다른 글을 밀어 내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드는 글인데요.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영양군청 홈페이지 관리자 민경록입니다.

먼저 우리 영양군청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드린점이 있었다면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군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필요 없는 자기의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등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유게시판은 영양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상업성 광고, 욕설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은 삭제 또는 숨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에 언급하신분께서 작성하신 글 중에서도 해당 게시물이 있다면 숨김처리 및 삭제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배되지 않도록 영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의거하여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댁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원본글]
남정석님께서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게시판 관리자님 수고 하십니다.
언제나 게시판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시판 관리자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댐관련 해서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 옵니다.
그것에 관련 해서 
정현도씨가 그 의견 청취를 심각하게 방해 하기에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지금 정현도씨가 하는 행위는 일종의 방해입니다.
나는 이런 의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수준에서
귀막고 내지르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이 분 게시판 접근 금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게시판 지기님도 판단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니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 조치는 이럴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블라인드 조치를 뛰어 넘는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등록

자유게시판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
https://www.yyg.go.kr/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
https://www.yyg.go.kr/www/support/member_login?return_url=/www/citizen_participation/freeboard?mod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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