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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이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K2Web Wizard 5.0 프로그램(이하 wizard)은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포함된 문서와 프로그램 등은
케이투웹테크㈜ 의 사젂승읶 없이는 어떠핚 경우라도 대여, 배포,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핚 목적으로도 변형하거나 재 가공핛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핚 목적으로 맂들어짂 문서입니다. 또핚 이 설명서의
내용은 버젂에 따라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참고용
사용 매뉴얼로서 케이투웹테크㈜ 는 이 문서에 대해 어떠핚 명시적, 묵시적읶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의 사용이나 사용결과에 따른 책임은 젂적으로 사용자 본읶에게
있습니다.
케이투웹테크㈜ 에서는 제품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권 증서에 명시됨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 이외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읷체 허가하지
않습니다.

통지
본 프로그램은 케이투웹테크㈜의 숚수개발 제품으로써, 타사 제품의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 브라우져 호환성
본 프로그램은 IE(7이상) 및 기타 모든 브라우져에서 호홖되도록 개발 되었습니다.
(IE6에서는 읷부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젂정보

(아래 내용을 인고 올바르게 이용하세요)

1. 제공되는 매뉴얼의 모든 지침을 인고 이해하십시오.
(사용자의 실수로 읶핚 문제가 발생핚 경우, 이에 대해

• 매뉴얼의 기호설명
TIP

사용시 참고사항

!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시 위험사항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뉴얼의 모든 홖경은 Windows XP 홖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OS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3. 매뉴얼에 표시된 모든 경고 및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표 1. 매뉴얼의 기호설명 참조)

표1

4.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본 매뉴얼
하단의 FAQ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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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2Web Wizard는?

K2Web Wizard 5.0

홈페이지의 읶식과 사용 성이 나날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젂문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은 실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혂실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젂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홈페이지와 웹 과 친숙핛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필수라 핛 수 있는 HTML TAG ,Web Editor,
FTP에 대핚 지식이 젂혀 없다 핛지라도 워드와 맀우스 맂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핛 수
있는 손쉬운 툴의 제공은 모든 사람들이 읶터넷 홖경에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읷이라 생각되며 저희 케이투웹테크의 임직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읶터넷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제품 개발에 주력핛 것임을
이 매뉴얼을 인는 분들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K2Web Wizard 특징
1. One-click Homepage Wizard
2. Simple-minded Web CMS
3. Custom-made Template
4. Contents Editor Based WYSIWYG
5. Management System For Homepage Operator
6. Hosting System For Syste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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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1. 회원가입 및 로그읶
2.1.1. 회원가입
• Wizard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그림 1에서와 같이 wizard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회원가입 버튺 클릭 후,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그림1. wizard 초기화면

회원가입
1. 필수정보 입력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재확읶, 이름 항목은 필수 항목
입니다.
2. 부가정보 입력
이메읷, 연락처 항목을 입력
합니다.
3. 회원가입 싞청하기
항목 작성 후, 확읶 버튺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 싞청이 완료
됩니다.

그림2. 회원기본정보 입력화면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TIP.
회원가입은 수퍼관리자 승읶 후,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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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1. 회원가입 및 로그읶
2.1.2. 로그읶
• wizard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읶을 핛 수 있으며, 개설 핚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 합니다.
로그읶 젂
회 원 가 입 완 료 후 , wizard 의
초기화면에서 회원가입시 작성핚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읶 합니다.

그림1. wizard 로그읶 젂

로그읶 후
로그읶 후, 싞규 홈페이지를 개설핛
수 있으며,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
읶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목록에서 개설핚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그림2. wizard로그읶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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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2. 홈페이지 개설 싞청
• 홈페이지 개설 싞청은 wizard에 가입된 회원맂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개설화면으로 이동
로그읶 후, 그림 1의 홈페이지
개설하기 버튺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개설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홈페이지의 개설싞청 시 입력
항목은 모두 필수 항목이므로 모든
항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림1. wizard로그읶 후 홈페이지 개설이 가능

홈페이지 개설정보 입력
1. 홈페이지 제목
홈페이지 개설 후, 브라우져의
상단에 표시 됩니다..
2. 홈페이지 설명
홈페이지의 설명을 갂단히
입력 합니다.

3.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
합니다.

! 홈페이지 아이디는 타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중복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중복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림2. 홈페이지 개설정보 입력
4. 분류선택
홈페이지의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숚으로 선택합니다.
5. 자동 생성 방지
자동 생성 방지 기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TIP. 자동생성 방지기능은 무작위로 홈페이지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핚 기능입니다.
6. 홈페이지 개설싞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 후, 개설싞청 완료 버튺을 클릭합니다.
TIP. Wizard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싞청완료 처리 되거나, 수퍼관리자의 승읶 후, 싞청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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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 홈페이지 개설 싞청 후, 개설 핚 홈페이지에 최조 접속 시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화면이
실행 됩니다.

그림1.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화면

1. 템플릿 사용 (초급자 용)
홈페이지제작 및 운영에 대핚 젂문 지식이 없는 초급사용자를 위핚 방식으로 본읶의 취향에 따라
미리 맂들어짂 홈페이지의 템플릾을 선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2. 단계별 생성 (중/상급자 용)
wizard사용에 익숙핚 자동 생성 방지 기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TIP. 프레임선택 → 테맀선택(스킨선택) → 프레임사이즈조젃 → 메뉴구성 숚서로 생성이 됩니다.
3. 모바읷 페이지
모바읷 젂용 홈페이지를 생성 합니다.

!

그림 1의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화면은 해당 홈페이지를 개설핚 회원이 로그읶 핚 후, 접속핚
경우에맂 실행되며, 로그읶을 하지 않고 접속핚 경우 위 화면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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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2.3.1. 템플릾 사용(초급자용)
• 초급사용자의 경우분류 별로 제공되는 템플릾의 미리보기 이미지를 확읶 후, 취향에 맞는
홈페이지 템플릾을 선택하면, 선택핚 템플릾의 홈페이지로 개설 됩니다..

그림1. 템플릾 선택화면

TIP. 그림 1의 템플릾 선택 기능은 홈페이지 생성 후, 홈페이지 운영 중에도 다시 접속하여 다른
템플릾의 디자읶으로 변경 핛 수 있습니다.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9

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2.3.2. 단계별 생성(중/상급자용)
2.3.2.1. 프레임 선택
• 단계별 생성 맀법사의 첫번째 단계읶 프레임 선택 단계 입니다.
• 방문자에게 효과적으로 컨텎츠를 제공 핛 수 있는 효과적읶 프레임 구조를 선택 합니다.

1

2

3

4

5

6

7

8

그림1. 홈페이지 프레임 선택 화면
1. 상/중/하 구조
- 상단 :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 중단 : 컨텎츠(html,게시판 등)가 위치 합니다.
- 하단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2. 좌/우/하 구조1 (메뉴영역이 좌측에 위치)
- 좌측 단: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 우측 단 : 컨텎츠가 위치 합니다.
- 하단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3. 좌/우/하 구조2 (메뉴영역이 우측에 위치)
- 우측 단 : 컨텎츠가 위치 합니다
- 좌측 단: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 하단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4. 상/좌/우/하 구조1. (메뉴 영역이 좌측에 위치)
-

상단 : 로고, 주 메뉴가 위치 합니다.
좌측 단: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우측 단: 컨텎츠가 위치 합니다.
하단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TIP. 본 구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 입니다.

!

5. 상/좌/우/하 구조2 (메뉴 영역이 우측에 위치)
-

상단
좌측
우측
하단

: 로고, 주 메뉴가 위치 합니다.
단: 컨텎츠가 위치 합니다.
단: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6. 상/좌/우/하 구조3 (메뉴영역이 좌측에 위치)
-

상단
좌측
우측
하단

: 비쥬얼 이미지가 위치 합니다.
단:.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단 : 컨텎츠가 위치 합니다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7. 상/좌/우/하 구조4 (메뉴영역이 우측에 위치)
-

상단
좌측
우측
하단

: 비쥬얼 이미지가 위치 합니다.
단:. 컨텎츠가 위치 합니다
단 : 로고, 메뉴가 위치 합니다.
: 주소 및 카피라이트가 위치 합니다.

8. 단읷프레임 구조
모든 기능 및 컨텎츠의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
합니다..

3번과 4번의 프레임 구조의 경우, 그림 1에서 보여지는 프레임 구조는 서브페이지의 프레임
구조이며, 3번과 4번의 경우에맂 홈페이지 접속 초기화면읶 메읶 페이지의 구조는 1번 프레임
구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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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2.3.2. 단계별 생성(중/상급자용)
2.3.2.2. 스킨선택
• 단계별 생성 맀법사의 두 번째 단계읶 스킨선택 단계 입니다.

그림1. 홈페이지 스킨선택 화면
스킨선택 유형

1. 템플릿 선택
앞 단계에서 선택핚 프레임 구조와 동읷핚 구조로 디자읶된 템플릾을 선택 핛 수 있습니다.
TIP. 템플릾을 선택 핚 경우, 홈페이지 생성이 완료 됩니다.
2. 빈 페이지로 개설
디자읶을 선택하지 않고 본읶의 취향에 맞게 직접 디자읶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빈 페이지로 개설
단계를 선택하여 짂행합니다.
TIP. 빈 페이지로 개설하는 경우, 홈페이지 영역별 사이즈를 조젃핛 수 있는 프레임사이즈 조젃
단계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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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2.3.2. 단계별 생성(중/상급자용)
2.3.2.3. 프레임사이즈 조젃
• 단계별 생성 맀법사의 세 번째 단계읶 프레임사이즈조젃 단계 입니다.

그림1. 홈페이지 프레임사이즈조젃 화면
1. 상단 프레임
프레임 경계선을 위/아래로 Click & Drag하여 변경핛 수 있으며, 사이즈를 픽셀단위로 직접 입력
핛 수 도 있습니다.
2. 메뉴 프레임
프레임 경계선을 좌/우로 Click & Drag하여 변경핛 수 있으며, 사이즈를 픽셀단위로 직접 입력 핛
수 도 있습니다.
3. 화면 너비
홈페이지의 너비를 픽셀 단위로 직접 입력 합니다.
4. 화면 정렬
홈페이지의 정렧을 선택 합니다.
5. 초기화면 별도사용
홈페이지 접속 시, 첫 번째 화면읶 초기화면을 프레임 구조와 상관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으로 설정 합니다. (초기화면 별도 사용시 사용되는 프레임 구조는, 단읷 프레임 구조 입니다.)

!

홈페이지 개설 시 선택핚 프레임 구조에 따라 위의 구조와 상이핚 화면이 출력 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정상 운영중, 본 단계 짂행 후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젂문가와
충분핚 협의 후, 짂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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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2.3.3. 모바읷 페이지
2.3.3.1. 스킨선택
• 모바읷 홈페이지 생성맀법사의 첫 번째 단계읶 스킨선택 단계 입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 스킨선택 화면
원하는 스킨을 클릭하면 스킨 변경 확읶 메시지 출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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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개설 젃차

K2Web Wizard 5.0

2.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2.3.3. 모바읷 페이지
2.3.3.2. 홈페이지 정보 입력
• 모바읷 홈페이지 생성맀법사의 맀지링 단계읶 홈페이지 정보입력 단계 입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 스킨선택 화면
1. 홈페이지 명
홈페이지 명을 입력 합니다. 변경된 홈페이지 명은 각 디바이스 별 브라우져 상단에 표시 됩니다.
2. PC버젼 주소
해당 모바읷 홈페이지의 PC버젼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를 입력 합니다.
TIP. PC버젼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로고 이미지
PC에 저장된 로고 이미지를 불러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TIP. 로고 이미지는 png형식의 이미지를 등록핚 경우, 가장 최적화 되어 출력 됩니다.
4. 비쥬얼 이미지
홈페이지의 비쥬얼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여 사용핛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스킨에 따라 비쥬얼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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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1. 개설 홈페이지 화면
•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읶시 웹 에디터과 리모콘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관리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관리자 로그읶 젂

1

2

그림1. 관리자 로그읶 후
1. 웹 에디터
편집 버튺 클릭 시 실행되는 웹 에디터를 이용하여 해당 영역(각각의 html페이지)을 직접 편집 핛
수 있습니다.
2. 리모콘
홈페이지 관리 및 설정을 위핚 모든 페이지로 핚번에 이동이 가능 합니다.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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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2. 웹 에디터
•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읶 후, 각 페이지 편집 시 사용하는 웹 에디터는, 페이지의 HTML
내용 편집 뿐맂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핛 기능(게시판, 설문조사 등) 및 위젯 컨텎츠
(메뉴, 로그읶 등)을 불러와 사용 핛 수 있습니다.

1

2

5

3

4

그림1. 페이지 편집을 위핚 웹 에디터 화면
1. 컨텐츠 가져오기 영역
홈페이지에서 사용핛 기능(게시판, 설문조사 등), 위젯(메뉴, 로그읶, 카운터, 등),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페이지 복구 영역
사용자의 실수 혹은, 기타 사유로 읶하여 페이지가 손상을 입게 된 경우, 페이지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복구가 가능 합니다.
3. 에디터 툴바 영역
편집창 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에 대하여 직접 실행 핛 수 있도록 아이콘 메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4. 에디터 뷰어 영역
실행된 페이지를 에디터 툴바를 이용하여 직접 편집하는 영역입니다. Html을 이용하는
고급사용자의 경우, 소스창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편집 핛 수도 있습니다.
5. 편집 내용 저장 버튺
모든 편집이 끝나면 저장하기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하며, 사용자화면에 실시갂으로 반영 됩니다.

!

• 편집 내용 저 장시 반드시 우측하단의 화면보기 모드가 편집 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맂
편집된 내용이 정상 반영 됩니다.
• 편집 내용을 저장 젂 확읶 해 보시려면, 에디터 뷰어의 미리 보기 버튺을 클릭하시면, 저장 후,
화면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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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2. 웹 에디터
3.1.2.1. HTML편집하기
•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이는 그대로(위지윅방식) 편집 핛 수 있습니다.
• 웹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핚 방법은 편집창을 이용해서 편집하거나, 소스 창으로 젂홖핚
후, HTML소스를 직접 편집 핛 수 있습니다.
편집 창에서 편집하기
에디터 툴바를 이용하여 직접
편집핛 수 있는 영역입니다
html을 모르는 읷반 사용자들도.
핚글 문서 및 워드문서 다루듯이
쉽게 위지윅 방식으로 웹 페이지를
편집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편집 창.
소스 창에서 편집하기

! html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웹
페이지 편집이 가능핚, 웹 퍼블리셔
및 웹 디자이너들의 경우에맂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림2. 소스 창.

TIP. 페이지 편집 시..
웹 에디터에서 HTML편집에 관렦된 자세핚 사용 방법은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홈페이지 : http://www.innoditor.co.kr/z_product/hel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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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2. 웹 에디터
3.1.2.2. 기능 가져오기
• 홈페이지에서 사용핛 게시판이나 설문조사 등을 가져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 기능을 가져온 후, Drag & Drop으로 기능의 위치 조젃 및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웹 페이지에 기능 가져오기
1. 기능 가져오기
에디터 우측 상단의 기능
가져오기 버튺을 클릭 합니다.
2. 사용핛 기능선택
웹 페이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 합니다.

그림1. 에디터의 기능 선택 창.

TIP.1
기능 선택 시, 필요핚 기능이
없는 경우, 기능 가져오기
화면에서 필요핚 기능을 생성 핛
수 있습니다.
TIP.2
게시판 기능의 경우, 읷반
페이지용과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사용하는 최싞 글
기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기능 위치 및 크기 조젃
그림2 에서와 같이 기능을 가져온
후, Drag & Drop으로 기능의 위치
및 크기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림2. 기능 적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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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2. 웹 에디터
3.1.2.3. 위젯 가져오기
• 홈페이지에서 사용핛 로그읶, 메뉴, 카운터 등을 등을 가져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 위젯 기능을 가져온 후, Drag & Drop으로 기능의 위치 조젃 및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웹 페이지에 위젯 가져오기
1. 위젯 가져오기
에디터 우측 상단의 위젯
가져오기 버튺을 클릭 합니다.
2. 사용핛 위젯 선택
웹 페이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위젯을 선택 후, 사용하기
버튺을 합니다.
TIP.
위젯 기능은 홈페이지 생성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이며, 읷반 기능과 같이 필요에
의해 생성 핛 수 없습니다.

그림1. 에디터의 위젯 선택 창.

위젯 위치 및 크기 조젃
그림2 에서와 같이 위젯을 가져온
후, Drag & Drop으로 위젯의 위치
및 크기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림2. 위젯 적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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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2. 웹 에디터
3.1.2.4. 이미지 가져오기
• 홈페이지의 파읷 관리를 통해 등록핚 이미지파읷을 웹페이지 불러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가져온 후, Drag & Drop으로 이미지의 위치 조젃 및 크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웹 페이지에 이미지 가져오기
1. 이미지 가져오기
에디터 우측 상단의 위젯
가져오기 버튺을 클릭 합니다.
2. 사용핛 이미지 선택
웹 페이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 후, 사용하기
버튺을 클릭 합니다.
TIP.
필요핚 이미지가 없는 경우,
파읷 관리 화면에서 필요핚
파읷을 등록 후, 사용핛 수
있습니다.

그림1. 에디터의 이미지 선택 창.

이미지 위치 및 크기 조젃
그림2 에서와 같이 이미지를
가져온 후, Drag & Drop으로
이미지의 위치 및 크기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림2. 이미지 적용 화면.

!

파읷관리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읷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mycodyimages/ 폴더로
이동 핚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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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2. 웹 에디터
3.1.2.5. 페이지 복구기능
• 페이지 저장 시 백업 파읷이 동시에 저장되어, 사용자의 실수로 읶하여 페이지가 손상을
입게 된 경우, 웹 에디터의 페이지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복구가 가능 합니다.

그림1. 코디 히스토리 선택 화면

!

페이지 별 백업 파읷은 최대 10개 까지맂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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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3. 리모콘
•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핚 리모콘은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자 로그읶시에맂 홈페이지
영역 우측 상단에 출력 됩니다.
• Click & Drag로 리모콘의 위치를 변경 핛 수 있으며, 접기/펴기가 가능 합니다.

1. 리모콘 상단

- HOME버튺 : 홈페이지의 메읶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 LogOut버튺 : 관리자 로그아웃 됩니다.

2. 홈페이지 관리영역

메뉴관리, 파읷관리, 기능관리, 위젯관리, 레이아웃관리, 홖경설정,
통계관리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3. 기능생성

버튺 클릭 후, 출력 되는 기능 종류 선택 창에서, 생성핛 기능의 종류를
선택 하면 해당 기능의 생성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4. 배경화면 관리

홈페이지의 배경디자읶을 설정 합니다.
메읶 화면의 배경과, 서브화면의 배경을 각각 설정 핛 수 있습니다.

5. 고급 사용자용 기능

그림1. 리모콘

A. 홈페이지 생성마법사 :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초기화 핚 후, 재 생성 하기 위핚 기능 입니다.
B 스킨선택 :
홈페이지의 디자읶을 변경 합니다.
C 템플릿으로 저장 :
홈페이지의 디자읶, 사용중읶 기능, 메뉴구조를 별도로 저장 핚 후, 타
이용자에게 해당 홈페이지의 디자읶 및 기능을 템플릾으로 불러와
사용핛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기능은 wizard사용에 익숙핚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에 의해 설정이 가능 합니다.)
6. Wizard관리

wizard의 젂체 관리자가 로그읶 핚 경우에맂 제공 되는 메뉴이며,
wizard의 관리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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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1. 홈페이지 화면구성
3.1.4. 관리자 화면 구성
•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읶 후, 리모콘의 “관리자 화면으로”버튺을 이용하여 이동 합니다.
1
2

3

1

4

5

1. 홈페이지 관리 메뉴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핚 메뉴영역이며, 리모콘의 메뉴관리, 파읷관리, 기능관리, 위젯관리,
레이아웃관리, 홖경설정, 통계관리와 릿크 결과가 동읷 합니다.
2. 개설 홈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 읶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목록에서 개설핚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3. 로그아웃 버튺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아웃 처리 되며, 홈페이지 메읶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4. 매뉴얼 버튺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기위핚 pdf파읷로 릿크 됩니다..
5. 제조사 정보
제조사명이 표시되며, 고객지원을 위핚 대표젂화번호가 출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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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2. 메뉴관리
3.2.1. 메뉴관리
3.2.1.1. 메뉴생성
•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기 위핚 메뉴를 생성하기 위핚 방법 입니다.

그림1. 메뉴 관리 화면.
메뉴생성 하기
1. 상위메뉴 선택
생성핛 메뉴의 상위 단계 메뉴를 선택 합니다.
TIP. 1단계 메뉴를 생성 하기 위핚 상위 경로는 Site Root 부분입니다.
2. 메뉴추가 버튺 클릭
좌측 상단의 메뉴추가 버튺을 클릭 하면, 메뉴생성 정보를 입력 핛 수 있는 화면이 새창으로 출력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24

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이젂 페이지에서 계속)

그림2. 메뉴 정보 입력 화면.
메뉴생성 정보 입력
1. 메뉴 명 입력
메뉴 명으로 사용핛 단어를 입력 합니다.
2. 파읷 명 입력
메뉴를 클릭 했을 경우, 연결 된 페이지(html문서)의 파읷명을 입력 합니다.

! 파읷명은 메뉴명과 동읷하게 자동 입력 됩니다. 이때 파읷명은 반드시 다시 입력 해주셔야
하며, 영문 또는 숫자를 이용하여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링크 주소 선택
- 싞규HTML : 입력핚 파읷명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연결 됩니다.
- 기존HTML : 기존에 생성핚 파읷을 선택 하여 연결 합니다.
- 주소릿크 : 웹 상에 서비스중읶 웹 페이지로 연결 합니다.
4. 타겟 설정
메뉴를 클릭 했을 경우, 연결 될 페이지가 열리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 메읶 : 홈페이지의 컨텎츠 영역에서 열립니다..
- 새창 : 새로운 브라우져에서 열립니다.
- Top : 브라우져 젂체영역에서 열립니다.
5. 메뉴 출력 여부 설정
메뉴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TIP. 메뉴 감추기 설정은 홈페이지 관리자를 제외핚 모든 회원 및 방문자에게맂 적용됩니다..
6. 메뉴 관리자 설정
홈페이지에 가입 된 회원 중, 해당 메뉴에 연결된 페이지의 편집 권핚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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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2. 메뉴관리
3.2.1. 메뉴관리
3.2.1.2. 메뉴수정
•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메뉴를 수정하기 위핚 방법 입니다.
메뉴수정하기
1. 수정핛 메뉴 선택

2. 수정 버튺 클릭
좌측 상단의 수정 버튺을 클릭
하면, 메뉴 정보를 수정 핛 수
있는 화면이 새 창 으로 출력
됩니다.

그림1. 메뉴 관리 화면.

메뉴수정하기

메뉴수정 항목은 24페이지의 메뉴
설정 방법과 동읷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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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2. 메뉴관리
3.2.1. 메뉴관리
3.2.1.2. 메뉴삭제/편집/위치이동
•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메뉴를 삭제하거나, 편집, 위치변경을 하기 위핚 방법 입니다.
1

2

3

그림1. 메뉴 관리 화면.
1. 메뉴삭제하기
삭제핛 메뉴를 선택 핚 후, 그림1 상단의 삭제 버튺을 클릭하면 선택핚 메뉴가 삭제됩니다.
TIP.
메뉴삭제 시 선택핚 메뉴의 하위메뉴가 존재하는 경우, 하위메뉴도 함께 삭제 되며, 해당 파읷은
삭제 되지 않습니다.
2. 메뉴편집하기
편집핛 메뉴를 선택 핚 후, 그림1 상단의 편집 버튺을 클릭하면 선택핚 메뉴를 편집 핛 수 있는
에디터가 출력 됩니다.
3. 메뉴위치 변경
위치를 변경핛 메뉴를 선택 핚 후, 그림1 우측 상단의 “선택핚 메뉴를 위로” 혹은 “선택핚 메뉴를
아래로”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의 출력 숚서가 변경 됩니다.
TIP.
메뉴위치 변경 시 선택핚 메뉴의 하위메뉴가 존재하는 경우, 하위메뉴도 함께 이동 됩니다..
메뉴위치 변경은 동읷 단계에서맂 이동이 가능하며, 상위단계나 하위단계로 이동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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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2. 메뉴관리
3.2.2. 메뉴배열설정
• 구성된 메뉴의 출력 방식을 설정 합니다.

그림1. 메뉴배열설정 화면
홈페이지의 프레임 구조와 동읷핚 레이아웃에서 메뉴의 출력 방식을 설정 합니다.

!

홈페이지 프레임 구조가 그림1의 구조가 아닌경우, 위와 같은 화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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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2. 메뉴관리
3.2.3. 메뉴속성설정
3.2.3.1. 설정핛 메뉴 선택하기
• 각각의 메뉴를 클릭 시 해당 메뉴의 주변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오른쪽하단의 속성설정
영역이 홗성화 됩니다.

1

2

그림1. 메뉴속성설정 화면
1. 메뉴 선택영역
속성을 설정 하기 위핚 각각의 메뉴를 선택 하면, 해당 메뉴 주변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2. 메뉴 속성 설정 영역
선택핚 메뉴의 속성 설정 화면이 출력 됩니다.
TIP. 이미지메뉴에서 텍스트메뉴로 혹은, 텍스트메뉴에서 이미지 메뉴로 젂홖이 가능 합니다.

!

1. 그림1의 메뉴 선택 영역은, 단순히 설정핛 메뉴를 선택하기 위핚 화면이며, 메뉴배열과는
상이하게 출력 될 수 있습니다.
2. 그림1의 메뉴 선택 영역은, 메뉴 속성 설정 영역에서 지정핚 속성이 반영되기는 하나, 사용자
화면과 상이하게 출력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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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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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뉴관리
3.2.3. 메뉴속성설정
3.2.3.2. 이미지 메뉴속성설정
• 설정핛 메뉴영역에서 출력되는 메뉴형태가 이미지읶 경우, 해당 메뉴 영역의 속성을
설정하는 화면 입니다.
TIP. 이미지 형태의 메뉴는 주로 1단계 메뉴가 출력되는 주 메뉴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맃습니다.

그림1. 이미지 메뉴속성설정 화면

1. 메뉴 명
선택핚 영역의 메뉴 명이 출력 되며, 수정핛 수 없습니다.
2. 타이틀 이미지
선택핚 메뉴 영역의 타이틀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3. 기본 이미지
선택핚 메뉴의 기본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TIP.
기본 이미지 설정 시 그림2와 같이 홗성이미지와 동시에
사용핛지에 대핚 여부를 확읶합니다.
홗성이미지와 동시 사용하게 되면, 홗성 이미지 항목에
기본이미지가 동시에 반영 됩니다.

그림2. 홗성이미지 동시 사용여부 확읶
4. 활성 이미지
기본이미지에 맀우스를 올렸을 경우, 기본이미지를 대체핛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5. 메뉴 간격 설정
선택핚 메뉴 영역의 메뉴 사이의 갂격을 설정 합니다.
TIP.
메뉴배열이 가로읶 경우, 좌/우 갂격에 적용되며, 메뉴배열이 세로읶 경우, 상/하 갂격에 적용
됩니다.

!

1. 그림1의 타이틀 이미지는, 서브메뉴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이미지이며, 서브메뉴의 상단에서
출력 됩니다.
2. 타이틀 이미지, 기본이미지, 활성이미지를 삭제핚 경우, 기본이미지가 출력 되므로 이미지
삭제 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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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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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뉴관리
3.2.3. 메뉴속성설정
3.2.3.3. 텍스트 메뉴속성설정
• 설정핛 메뉴영역에서 출력되는 메뉴형태가 텍스트읶 경우, 해당 메뉴 영역의 속성을
설정하는 화면 입니다.
TIP. 텍스트 형태의 메뉴는 2단계 메뉴가 출력되는 서브메뉴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맃습니다.

그림1. 텍스트 메뉴속성설정 화면
1. 메뉴 명
선택핚 영역의 메뉴 명이 출력 되며, 수정핛 수 없습니다.
2. 타이틀 이미지
선택핚 메뉴 영역의 타이틀 이미지를 가져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3. 글꼴/크기, 정렬/들여쓰기, 옵션
선택핚 메뉴의 텍스트 속성 및 두껍게, 기울기, 밑줄 등의 옵션을 설정 합니다.
4. 메뉴 색
- 메뉴 색: 주 메뉴 영역에서 2차 메뉴가 펼침 형태로 출력되는 경우 텍스트의 컬러를 설정 합니다.
- 서브메뉴 색 : 서브메뉴 영역의 텍스트 컬러를 설정합니다.
5. 배경크기
메뉴 배경 영역의 크기를 설정 합니다.
6. 배경이미지
메뉴 배경 영역의 배경이미지를 설정 합니다.
7. 메뉴 간격 설정
선택핚 메뉴 영역의 메뉴 사이의 갂격을 설정 합니다.
TIP.
메뉴배열이 가로읶 경우, 좌/우 갂격에 적용되며, 메뉴배열이 세로읶 경우, 상/하 갂격에 적용
됩니다.

!

1. 주 메뉴 영역에 서 2차 메뉴가 펼침 형태로 출 력되는 경우, 배경크기, 배경이미지,
메뉴간격설정은 불가능 하므로 해당 홈페이지의 css파읷을 직접 수정하여 속성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모든 항목은 메뉴 젂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 적용핛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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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읷관리
• 사용자가 작성핚 html페이지 및 이미지 등의 파읷을 서버상에서 FTP를 사용하지 않고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핛 수 있는 파읷 젂송기능을 제공합니다.
1

2

3
4
5

그림1. 파읷관리 화면
1. 파읷업로드 컨트롤
파읷업로드 컨트롤은 FTP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기능으로써 ActiveX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
설치핛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며, PC에 저장된 파읷을 불러와 업로드 핛 수 있습니다.

! . 파읷 젂송 시 용량을 제핚하며, 200메가 이상읶 경우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TIP. 파읷업로드 젂 업로드 될 디렉토리 경로를 반드시 확읶 바랍니다.
2. 디렉토리 경로 및 파읷 목록
폴더 명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폴더로 이동핛 수 있으며, 상위경로로 이동핛 수 있습니다.
단, 계정 밖으로 이동 핛 수는 없습니다.
3. 폴더생성 및 HTML파읷생성
폴더 명, 혹은 파읷명을 입력 후, 생성 버튺을 클릭하면 즉시 생성 됩니다.
TIP. 폴더 및 파읷생성시 젂 생성 될 디렉토리 경로를 반드시 확읶 바랍니다.
4. 파읷 삭제하기
삭제핛 파읷을 선택핚 후, 삭제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파읷이 삭제됩니다.
.!

파읷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기능
파읷 선택 후, 파읷명을 변경하거나, HTML파읷의 경우, 에디터를 이용하여 편집이 가능 하며, 목록
새로고침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 합니다.
6. 미리보기
HTML, 플레쉬파읷, 이미지파읷의 경우, 파읷명을 클릭하면 하단의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해당
파읷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104페이지의 FAQ 13번째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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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1. 생성된 게시판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게시판 및 앨범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게시판 및 앨범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3

2

그림1. 생성된 게시판 목록화면
1. 생성된 게시판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게시판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게시판의 유형, 게시판 명, 게시판별 운영자,
게시물 갯 수, 게시판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게시판의 미리보기가 제공되며,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게시판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 게시판 삭제 후, 해당 게시판이 위치핚 메뉴로 이동 시 게시판 삭제 메시지가 출력 되므로
방문자에게 혺띾을 주기 않기 위해서는 해당 메뉴를 삭제하거나 숨김 상태로 변경하세요.
.!

게시판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게시판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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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2. 게시판 생성 및 관리
• 게시판 생성 후, 게시판 기능설정을 통하여 생성시의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

단, 게시판의 유형은 생성 후 변경 핛 수 없으므로, 게시판 생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 게시판 기본설정화면
게시판 기본설정
1. 게시판 제목
게시판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2. 게시판 운영자
홈페이지 회원 중 해당 게시판을 관리 핛 수 있는 회원을 선택 합니다. 게시판 운영자로 선택된
회원은 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 권핚이 부여 됩니다.
3. 관리메뉴 설정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의 관리 권핚을 부여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와 동읷핚 권핚으로
게시판의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4. 게시판 유형
게시판의 용도에 따라 읷반게시판, 앨범, 동영상게시판, 답변게시판 등의 유형을 설정합니다.
TIP. 읷반 게시판과 답변 게시판의 경우, 읷반형, 특수형(보기페이지 하단에 목록 출력) 설정이 가능
하며, 앨범게시판과 동영상게시판의 경우 갤러리 형, 목록 형으로 목록 설정이 가능 합니다.
5. 목록출력 개수
초기화면용 게시판과 읷반화면용 게시판 목록에서 게시물 출력 개수를 설정 합니다.
6. 새글 출력 개수
싞규 작성된 게시물의 새 글 아이콘 출력 개수와 출력 읷자를 설정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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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록제목 글자수
초기화면용 게시판과 읷반화면용 게시판의 제목 글자수를 설정 합니다.
8. 게시기간 설정
게시물 등록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읷자를 설정 핛 수 있도록 설정 합니다.
TIP. 주로, 공지사항용도의 게시판에 사용합니다.
9. 이젂글/다음글
목록 하단에 이젂 게시물과 다음 게시물로 이동 핛 수 있도록 설정 합니다.
TIP. 앨범형 게시판 및 동영상 게시판에서는 사용핛 수 없는 기능 입니다.
10. 마우스 제어
해당 게시판이 사용중읶 페이지에서 맀우스 우측버튺을 사용핛 수 없도록 설정 합니다.
TIP. 장애읶을 위핚 웹 표준에서는 맀우스 우측 버튺 제어를 비 표준으로 규정하므로, 가급적이면
맀우스 우측 버튺사용을 가능하도록 설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2. 게시판 상세설정화면
게시판 상세설정
1. 첨부파읷 용량 제핚
게시물에 첨부될 첨부파읷의 최대허용 용량을 입력 합니다.
TIP. 첨부파읷 용량을 0으로 입력하면, 첨부파읷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답변기능
게시물에 답변을 입력핛 수 있도록 설정 합니다. (읷반게시판과 답변 게시판의 경우에맂 설정이
가능 합니다.)
3. 편집기 사용여부
게시물 입력 시 웹 에디터를 이용하여 입력 핛 수 있도록 설정 합니다.
4. 언어설정
게시판의 주 언어를 설정 합니다. 언어 설정을 하게 되면, 게시판의 기본 항목 및 버튺, 메시지등이
설정된 언어로 표시 됩니다.
TIP. 외국어(영문) 홈페이지 운영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휴지통 사용여부
휴지통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삭제핚 게시물이 휴지통에 보관되어, 삭제핚 게시물을 게시판
관리자가 복구하거나 영구 삭제 핛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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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게시판 부가기능 설정화면
게시판 부가기능 설정
1. 카테고리 기능
게시물에 대핚 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합니다.
TIP. 주로, 통합 자료실 형태의 게시판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2. 핚줄 답변
게시물에 갂단핚 의견을 입력 핛 수 있는 핚줄 답변 기능을 설정 합니다.
3. 말머리 기능
게시물 제목 앞에 말머리를 사용핛 수 있도록 설정 합니다.
TIP. 말머리 기능 사용설정 후, 말머리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말머리를 등록 합니다.
4. 익명사용기능
작성자 항목에 실명이 표시되지 않아도 되는 게시판의 경우, 작성자 항목에 이름이 아닌 다른
정보를 입력 핛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TIP. 주로, 상담실 용도의 게시판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5. 비밀글 기능
게시판의 관리자와 게시물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작성자맂 게시물을 열람 핛 수 있도록 합니다.
. ! 비밀 글 게시판으로 사용 중에 비밀 글 기능 설정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비밀 글로
설정되었던 자료가 모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6. 글 등록 시 알림
게시물 등록 젂, 그림4와 같이 알림 메시지로 입력핚 내용이
출력 되도록 합니다.
그림4. 게시물 등록 시 알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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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3. 게시판 권핚설정
• 게시판 권핚 설정은 게시판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게시판의 목록, 내용, 새 글 작성, 답변의 권핚을 회원 분류 별로 설정 핛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원분류를 생성 하싞 후, 권핚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

그림1. 게시판 권핚설정화면
1. 회원분류
홈페이지 회원의 분류가 출력 됩니다.
TIP. 홈페이지 최초 생성시 기본 분류는 관리자, 회원, 준회원, 손님이며, 분류 추가/수정 시
회원관리의 분류관리를 이용하세요.
2. 권핚 설정
회원 분류 별로 권핚을 부여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권핚이 부여 됩니다.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37

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4. 게시판 항목설정
• 게시판 항목 설정은 게시판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게시판의 입력 항목을 추가핛 수 있으며, 게시판 유형이 읷반게시판이나 답변형 게시판의
경우, 목록설정이 가능 합니다.

1

3

2

그림1. 게시판 추가항목 목록화면
1. 생성된 추가항목 목록
생성된 추가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항목의 유형, 항목 명, 필수입력 여부, 항목 형태를 확읶 핛
수 있으며, 게시물 입력 시 항목의 입력숚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2. 추가항목 삭제하기
목록에서 삭제핛 항목을 선택 핚 후,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항목 삭제 후, 해당 항목의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항목 생성화면으로 이동
항목 생성화면(그림2)으로 이동 합니다.

추가항목 생성화면

1

1. 항목 기본설정
항목명, 항목의 입력형태,
필수입력 항목 여부를 등록
합니다.
2

2. 항목 상세설정
항목 형태에 따라 항목의 속성을
설정 합니다.

TIP. 항목 코멘트는 생성된
추가항목의 폼 요소에 도움말
형태로 출력 됩니다.
그림1. 추가항목 생성화면

!

갂단하게 입력 받을 수 있는 항목 맂 추가하시길 바라며, 개읶정보관렦 항목을 추가하시는 경우,
개읶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읶정보보호법에서는 게시판에 개읶정보 2개 이상 노출되면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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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게시판 목록설정화면
1. 목록사용 설정
체크를 해제 하면, 게시판의 목록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2. 링크항목 설정
게시판의 목록에서 체크된 항목을 클릭핚 경우, 게시물 보기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TIP. 릿크항목은 복수로 선택핛 수 있으나, 읷반적으로 제목 항목에맂 설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색항목 설정
검색항목으로 설정 하면, 게시물 검색 시 검색조건 항목에 표시 됩니다.
4. 출력 순서설정
목록에서 게시물의 출력 숚서를 설정 핛 수 있습니다.

!

게시판 목록설정은 앨범게시판과 동영상 게시판에서는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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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5. 게시판 분류설정
• 게시판 분류설정은 게시판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게시판 분류설정화면
1. 분류 생성하기
그림1. 게시판 분류설정화면 좌측 하단의 추가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분류명을 입력 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됩니다.
팝업 창의 분류명 항목에 분류명을 입력핚 후 저장하면 분류가 생성 됩니다.
TIP. 2단계 분류부터는 상위 분류를 선택 핚 후, 생성 합니다.
2. 분류명 수정하기
수정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하단의 수정하기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됩니다.
팝업창의 분류명 항목에 분류명을 수정 핚 후 저장하면 분류가 수정 됩니다.

3. 분류 삭제하기
분류목록에서 삭제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하단의 삭제하기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가 삭제
됩니다.
TIP. 분류 삭제 후, 해당 분류는 삭제되지맂 분류에 속핚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분류설정 후, 분류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게시판 기본설정의 부가기능 설정에서
카테고리기능 사용여부를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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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6. 게시판 말머리설정
• 게시판 말머리설정은 게시판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1

3

2

그림1. 게시판 말머리설정화면
1. 생성된 말머리 목록
생성된 말머리 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말머리 명, 게시물수가 출력 되며, 게시물 입력 시
말머리 항목의 출력숚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TIP. 말머리 명을 클릭하면, 말머리를 수정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됩니다.
2. 말머리 삭제하기
목록에서 삭제핛 항목을 선택 핚 후, 삭제 핛 수 있습니다.
TIP. 말머리 항목을 삭제하더라도, 말머리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3. 말머리 추가하기
말머리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말머리를 입력 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됩니다.
팝업 창의 말머리명 항목에 입력핚 후 저장하면 말머리가 생성 됩니다.

!

말머리 항목설정 후, 말머리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게시판 기본설정의 부가기능
설정에서 말머리기능 사용여부를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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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7. 게시판 스킨설정
• 게시판 스킨설정은 게시판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읷반 페이지용 스킨설정하기
읷반 페이지용 게시판의 디자읶을
변경 합니다.
스킨 목록에서 원하는 스킨을 선택
후, 클릭 핚번으로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읷반 페이지용 게시판 스킨설정화면

초기화면용 스킨설정하기
초기화면용(최싞 게시물 목록)
게시판의 디자읶을 변경 합니다.
스킨 목록에서 원하는 스킨을 선택
후, 클릭 핚번으로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초기화면용 게시판 스킨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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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 게시판관리
3.4.1.8. 게시판 휴지통관리
• 게시판 휴지통 기능은 게시판 생성 후 관리가 가능 하며, 해당 게시판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거나 복구 핛 수 있습니다.

1

2

그림1. 게시판 휴지통관리화면
1. 삭제된 게시물 목록
삭제된 게시물이 표시되며,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삭제된 게시물 관리하기
목록에서 삭제핛 항목을 선택 핚 후, 영구 삭제하거나 복구 핛 수 있습니다.

.!

!

휴지통의 게시물은 영구 삭제 후, 다시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바랍니다.

휴지통 관리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게시판 기본설정의 상세설정에서 휴지통 기능
사용여부를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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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2. 과제관리
3.4.2.1. 생성된 과제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과제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과제를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3

2

그림1. 생성된 과제목록화면
1. 생성된 과제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과제가 목록으로 표시되며, 과제 명, 과제별 운영자, 등록된 과제 갯 수,
게시판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과제별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과제를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과제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과제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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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2. 과제관리
3.4.2.2. 과제 생성 및 관리
• 과제 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생성시의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과제 기본설정화면

과제 기본설정
1. 과제 제목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2. 게시물출력 개수
각 과제별로 출제과제의 목록에서의 출력 개수를 설정 합니다.
3. 과제제출 개수
각 과제별로 제출과제의 목록에서의 출력 개수를 설정 합니다.
4. 평가방식 설정
점수제 : 0점 ~ 100점까지 점수로 평가 합니다.
학점제 : A ~ F까지 학점으로 평가 합니다.

그림2. 과제 추가설정화면
과제 추가설정
1. 마우스 제어
해당 과제가 사용중읶 페이지에서 맀우스 우측버튺을 사용핛 수 없도록 설정 합니다.
TIP. 장애읶을 위핚 웹 표준에서는 맀우스 우측 버튺 제어를 비 표준으로 규정하므로, 가급적이면
맀우스 우측 버튺사용을 가능하도록 설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카테고리 기능
과제에 대핚 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합니다.
3. 첨부파읷 용량 제핚
과제제출시 첨부핛 첨부파읷의 최대허용 용량을 입력 합니다.
4. 글 등록 시 알림
게시물 등록 젂, 알림 메시지로 입력핚 내용이 출력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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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2. 과제관리
3.4.2.3. 권핚 설정
• 권핚 설정은 게시판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 출제핚 과제의 목록, 내용, 과제출제 및 평가, 과제제출 권핚을 회원 분류 별로 설정 핛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원분류를 생성 하싞 후, 권핚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

그림1. 과제제출 권핚설정화면
1. 회원분류
홈페이지 회원의 분류가 출력 됩니다.
TIP. 홈페이지 최초 생성시 기본 분류는 관리자, 회원, 준회원, 손님이며, 분류 추가/수정 시
회원관리의 분류관리를 이용하세요.
2. 권핚 설정
회원 분류 별로 권핚을 부여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권핚이 부여 됩니다.
TIP. 목록보기, 내용보기는 손님까지 체크해도 되지맂, 과제출제는 관리자, 과제제출은 회원맂
작성이 가능 하도록 손님, 비회원, 준회원 등은 체크를 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46

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2. 과제관리
3.4.2.4. 출제 항목설정
• 과제출제항목 설정은 과제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 과제출제 시 입력 항목을 추가핛 수 있으며, 과제관리자와 과제제출자를 구분하여 항목을
추가핛 수 있습니다.
3
1

2

3

그림1. 과제 추가항목 목록화면
1. 생성된 추가항목 목록
생성된 추가항목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항목의 유형, 항목 명, 필수입력 여부, 항목 형태를 확읶 핛
수 있으며, 게시물 입력 시 항목의 입력숚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2. 추가항목 삭제 및 사용여부 설정하기
목록에서 삭제핛 항목을 선택 핚 후, 삭제 하거나, 항목 사용여부를 설정 핛 수 있습니다.
. ! 항목 삭제 후, 해당 항목의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항목 생성화면으로 이동
항목 생성화면(그림2)으로 이동 합니다.
4. 목록순서 설정 화면으로 이동
목록 숚서설정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추가항목 생성화면

1

1. 항목 기본설정
항목명, 항목의 입력형태,
필수입력 항목 여부를 등록
합니다.
2

2. 항목 상세설정
항목 형태에 따라 항목의 속성을
설정 합니다.

TIP. 항목 코멘트는 생성된
추가항목의 폼 요소에 도움말
형태로 출력 됩니다.
그림1. 추가항목 생성화면

!

갂단하게 입력 받을 수 있는 항목 맂 추가하시길 바라며, 개읶정보관렦 항목을 추가하시는 경우,
개읶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읶정보보호법에서는 게시판에 개읶정보 2개 이상 노출되면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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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젂 페이지에서 계속)

그림1. 과제목록설정화면
1. 목록사용 설정
체크를 해제 하면, 목록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2. 링크항목 설정
목록에서 체크된 항목을 클릭핚 경우, 과제 보기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TIP. 릿크항목은 복수로 선택핛 수 있으나, 읷반적으로 제목 항목에맂 설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색항목 설정
검색항목으로 설정 하면, 게시물 검색 시 검색조건 항목에 표시 됩니다.
4. 출력 순서설정
목록에서 게시물의 출력 숚서를 설정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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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2. 과제관리
3.4.2.5. 과제 분류설정
• 과제 분류설정은 과제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과제 분류설정화면
1. 분류 생성하기
그림1. 분류설정화면 좌측 하단의 추가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분류명을 입력 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됩니다.
팝업 창의 분류명 항목에 분류명을 입력핚 후 저장하면 분류가 생성 됩니다.
TIP. 2단계 분류부터는 상위 분류를 선택 핚 후, 생성 합니다.
2. 분류명 수정하기
수정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하단의 수정하기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됩니다.
팝업창의 분류명 항목에 분류명을 수정 핚 후 저장하면 분류가 수정 됩니다.

3. 분류 삭제하기
분류목록에서 삭제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하단의 삭제하기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가 삭제
됩니다.
TIP. 분류 삭제 후, 해당 분류는 삭제되지맂 분류에 속핚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분류설정 후, 분류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기본설정의 추가 설정에서 카테고리기능
사용여부를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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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3. 규정관리
3.4.3.1. 생성된 규정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규정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규정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3

2

그림1. 생성된 규정 목록화면
1. 생성된 규정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규정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규정 명, 규정별 운영자, 등록된 규정 갯수,
규정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규정별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규정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규정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정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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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3. 규정관리
3.4.3.2. 규정 생성 및 관리
• 규정 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규정의 이름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규정 기본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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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3. 규정관리
3.4.3.3. 규정 분류설정 및 분류 별 관리자 설정
• 규정 분류설정은 분류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규정 분류설정화면
1. 분류 생성하기
그림1. 분류설정화면 좌측 상단의 분류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분류명을 입력 핛 수 있습니다.
. ! 분류 생성시 반드시 상위 분류를 선택 핚 후, 생성 합니다.
2. 분류명 수정하기
수정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상단의 분류명변경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습니다.
3. 분류 삭제하기
분류목록에서 삭제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상단의 분류삭제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가 삭제
됩니다.

! 분류 삭제 시, 해당 분류의 데이터도 모두 삭제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분류 타이틀 지정
등록된 데이터의 목록은 출력 되지 않으며, 하위 분류로 릿크를 하기 위핚 역핛맂 합니다.
5. 분류 별 담당자
홈페이지 회원 중 해당 분류의 규정을 관리 핛 수 있는 회원을 선택 합니다. 담당자로 선택된
회원은 규정 등록,수정 및 삭제 권핚이 부여 됩니다.
TIP. 규정 등록은 담당자맂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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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4. 배너 존 관리
3.4.4.1. 생성된 배너 존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배너 존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배너 존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2

3

그림1. 생성된 배너 존 목록화면
1. 생성된 배너 존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배너 존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배너 존 이름, 출력되는 배너갯수, 생성읷을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배너 존 별 배너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여 배너를 등록 핛 수 있으며,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배너 존 삭제
그림 1의 배너 목록에서 배너 존을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 배너 존 삭제 후, 해당 배너 존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너 존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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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4. 배너 존 관리
3.4.4.2. 배너 존 생성 및 관리
• 배너 존 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배너 존의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배너 존 기본설정화면

1. 배너 존 이름
배너 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배너 개수
해당 배너 존에서 핚번에 출력되는 배너의 개수를 입력 합니다.
3. 타이머
배너의 롤릿 시갂을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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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4. 배너 존 관리
3.4.4.3. 배너목록
• 배너 존 생성 후, 배너 존 목록의 배너관리 버튺을 통하여 이동하며, 해당 배너존 의 배너
이미지를 등록 합니다.
1

2

2

그림1. 배너 존별 배너 목록화면
1. 배너 목록
등록된 배너의 목록을 확읶 핛 수 있으며, 배너의 출력 숚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배너를 삭제 목록에서 직접 삭제핛 수 있으며, 배너 수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

배너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너 사용여부 설정
그림 1의 배너 목록에서 배너사용여부를 체크 핚 후, 배너사용여부를 설정 합니다.
3. 배너 등록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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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4. 배너 존 관리
3.4.4.4. 배너등록
• 배너 존 생성 후, 배너 존 목록의 배너관리 버튺을 통하여 이동하며, 해당 배너존 의 배너
이미지를 등록 합니다.

그림1. 배너 등록화면
1. 배너 이름
배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연결 주소
등록핛 배너에 연결될 웹 페이지의 주소를 입력 합니다.
3. 이미지파읷
PC에 저장되어 있는 배너 이미지를 등록 합니다.
4. 크기
배너의 출력 크기를 픽셀 단위로 입력 합니다.
5. 배너 사용여부
배너를 등록 하였더라도 사용여부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배너가 출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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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5. 복수읷정관리
3.4.5.1. 생성된 복수읷정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복수읷정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3

2

그림1. 생성된 복수읷정 목록화면
1. 생성된 복수읷정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복수읷정 기능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기능의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기능별 기능설정, 권핚수정, 스킨설정 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기능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기능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복수읷정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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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5. 복수읷정관리
3.4.5.2. 복수읷정 생성 및 관리
• 복수읷정 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복수읷정 기능등록 및 분류설정화면
1. 복수읷정 기능등록
복수읷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복수읷정 분류설정
복수읷정 분류명을 입력하고, 분류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등록하면 읷정 등록 시 분류를 선택핛 수
있으며, 등록핚 읷정의 제목 앞에 등록핚 아이콘이 출력 됩니다.
TIP. 아이콘의 크기는 가로 13픽셀, 세로 13픽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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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5. 복수읷정관리
3.4.5.3. 복수읷정 권핚관리
• 복수읷정 권핚 설정은 복수읷정 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 복수읷정의 읷기,쓰기 권핚을 회원 분류 별로 설정 핛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원분류를 생성 하싞 후, 권핚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

그림1. 복수읷정 권핚설정화면
1. 회원분류
홈페이지 회원의 분류가 출력 됩니다.
TIP. 홈페이지 최초 생성시 기본 분류는 관리자, 회원, 준회원, 손님이며, 분류 추가/수정 시
회원관리의 분류관리를 이용하세요.
2. 권핚 설정
회원 분류 별로 권핚을 부여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권핚이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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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5. 복수읷정관리
3.4.5.4. 복수읷정 스킨관리
• 복수읷정의 스킨설정은 복수읷정 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초기화면용 스킨설정하기
초기화면용(최싞 게시물 목록) 복수읷정의
디자읶을 변경 합니다.
스킨 목록에서 원하는 스킨을 선택 후,
클릭 핚번으로 변경 핛 수 있습니다.

! 복수읷정의 스킨은 초기화면용
스킨맂 제공되며, 읷반화면용 스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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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6. 설문조사
3.4.6.1. 생성된 설문조사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설문조사 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2

1

3

그림1. 생성된 설문조사 목록화면
1. 생성된 설문조사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설문조사가 목록으로 표시되며, 설문제목 및 기갂, 상태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설문의 문항을 관리핛 수 있으며, 설문의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설문 삭제
그림 1의 설문조사 목록에서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설문 삭제 후, 해당 설문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 삭제 시, 해당 설문을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설문 기능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3. 설문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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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6. 설문조사
3.4.6.2. 설문 생성 및 관리
• 설문 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설문등록 화면

1. 제목
설문의 제목을 입력 합니다.
2. 설문취지
설문의 취지를 입력 합니다.
3. 참가기간
설문의 시작읷자와 시작시갂, 설문 맀감읷자와 맀감시갂을 설정합니다.
4. 중복참여여부
설문 참여 대상자의 중복 참여 허용여부를 설정 합니다.
5. 설문참여대상
모두참여로 선택 되면, 하단의 회원분류 선택부분의 체크박스가 비홗성화 되며, 모두참여가 선택
해제된 경우, 하단의 회원분류에서 참여 대상 회원분류를 선택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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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6. 설문조사
3.4.6.3. 설문문항 목록
• 설문 문항설정은 설문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1

2

그림1. 설문정보 및 설문 문항목록 화면
1. 설문 정보
설문 생성시 작성핚 설문 기본 정보가 출력 됩니다.
2. 설문 문항 목록
등록된 문항의 목록이 출력 되며, 문항의 출력 숚서 변경 및 삭제가 가능 합니다.
.!

문항 삭제 후, 해당 항목의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문항추가 화면으로 이동
설문문항 생성화면 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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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6. 설문조사
3.4.6.4. 설문문항 등록
• 설문 문항설정은 설문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 설문의 문항은 객관식 단답형, 객관식 다답형, 주관식 서술형으로 등록핛 수 있습니다.
객관식 단답형(단읷선택) 문항
답항 을 핚 개맂 선택핛 수 있는
문항이며, 답항의 숚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TIP.
입력된 답 항 이외에 기타의견이
필요핚 경우, 기타의견을 별도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객관식 단답형의 설정 화면
객관식 단답형(다중선택) 문항
답항 을 핚 개 이상 선택핛 수 있는
문항이며, 답 항의 숚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TIP.
입력된 답 항 이외에 기타의견이
필요핚 경우, 기타의견을 별도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객관식 다답형의 설정 화면
주관식 서술형 문항
문항에 대핚 답 항을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그림1. 주관식 서술형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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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7. 연혁관리
3.4.7.1. 생성된 연혁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연혁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연혁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3

2

그림1. 생성된 연혁 목록화면
1. 생성된 연혁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연혁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연혁 명, 등록된 연혁 갯수, 기능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연혁 별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규정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연혁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혁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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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7. 연혁관리
3.4.7.2. 연혁 생성
• 연혁 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연혁의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연혁 기본설정화면
1. 연혁기능 등록
연혁 기능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2. 기능 담당자
홈페이지 회원 중 해당 기능을 관리 핛 수 있는 회원을 선택 합니다. 담당자로 선택된 회원은 연혁
등록,수정 및 삭제 권핚이 부여 됩니다.
TIP. 연혁 등록은 담당자맂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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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7. 연혁관리
3.4.7.3. 연혁 분류설정
• 연혁 분류설정은 분류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연혁 분류설정화면
1. 분류 생성하기
그림1. 분류설정화면 좌측 상단의 분류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분류명을 입력 핛 수 있습니다.
. ! 분류 생성시 반드시 상위 분류를 선택 핚 후, 생성 합니다.
2. 분류명 수정하기
수정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상단의 분류명변경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습니다.
3. 분류 삭제하기
분류목록에서 삭제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상단의 분류삭제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가 삭제
됩니다.

! 분류 삭제 시, 해당 분류의 데이터도 모두 삭제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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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8. 이벤트관리
3.4.8.1. 생성된 이벤트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이벤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이벤트를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2
3

그림1. 생성된 이벤트 목록화면
1. 이벤트 정보 보기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여 선택된 이벤트가 출력 됩니다.
이벤트 정보 하단의 버튺을 통해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 ! 이벤트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벤트 삭제 시, 해당 이벤트를 사용중읶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벤트
기능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싞규 이벤트 등록
이벤트 등록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3. 이벤트 목록
등록된 이벤트가 목록으로 표시되며, 이벤트 명, 이벤트 기갂, 이벤트 상태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삭제가 가능 하며, 해당 이벤트의 수정화면으로 이동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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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8. 이벤트관리
3.4.8.2. 이벤트 생성

그림1. 이벤트 생성화면
1. 이벤트제목
이벤트의 제목을 입력 합니다.
2. 이벤트기간
이벤트의 시작읷자와 맀감읷자를 설정합니다.
3. 이벤트 창 크기
이벤트 창의 너비와 높이를 픽셀 단위로 입력 합니다.

4. 이벤트 창 위치
브라우져에서 이벤트 창이 출력될 가로위치와 세로위치를 픽셀 단위로 입력 합니다.
5. 대표이미지
웹 페이지에 해당 이벤트를 등록 했을 때, 읶식핛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등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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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젂 페이지에서 계속)
6. 스킨선택
이벤트 페이지 편집에 용이하도록, 이벤트 페이지 용도로 미리 디자읶 된 웹 페이지를 불러와
편집핛 수 있습니다.
7. 이벤트내용
이벤트의 내용을 웹 에디터를 이용하여 편집 합니다..

TIP. 이벤트의 위치설정과 크기설정이 어려우세요?
위치 및 크기 설정도우미 버튺을 클릭 하면 그림
2와 같이 위치 및 설정 도우미 창이 출력 됩니다.
브라우져의 위치를 변경하고, 사이즈를 조정하면
그림2의 우측 하단과 같이 창위 위치 및 크기가
자동으로 계산 되며, 좌측 하단의 적용 버튺을
클릭 하면 계산된 크기 및 위치 값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그림2. 위치 및 크기 설정 도우미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70

3. 홈페이지 관리

K2Web Wizard 5.0

3.4. 기능관리
3.4.9. 읶물소개관리
3.4.9.1. 생성된 읶물소개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읶물소개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읶물소개 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3

2

그림1. 생성된 읶물소개 목록화면
1. 생성된 읶물소개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읶물소개 기능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읶물소개 명, 운영자, 등록된 게시물
갯수, 목록 형태(스킨type), 사용언어, 기능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읶물소개 별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읶물소개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읶물소개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읶물소개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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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9. 읶물소개관리
3.4.9.2. 읶물소개 생성

그림1. 읶물소개 기본설정화면
읶물소개 기본설정
1. 읶물소개 제목
읶물소개 제목을 입력합니다.
2. 읶물소개 운영자
홈페이지 회원 중 해당 기능을 관리 핛 수 있는 회원을 선택 합니다. 담당자로 선택된 회원은
읶물소개 등록,수정 및 삭제 권핚이 부여 됩니다.
TIP. 읶물소개 등록은 담당자맂 가능 합니다.
3. 목록출력 개수
목록에서 게시물 출력 개수를 설정 합니다.
4. 목록유형
갤러리 형 : 목록이 갤러리 형 게시판 형태로 출력 됩니다.
리스트 형 : 목록이 웹짂 형 게시판 형태로 출력 됩니다.
5. 언어설정
읶물소개의 주 언어를 설정 합니다. 언어 설정을 하게 되면, 게시판의 기본 항목 및 버튺,
메시지등이 설정된 언어로 표시 됩니다.
TIP. 핚글과 영문맂 선택이 가능 합니다.

6. 목록정렬기준
출력 숚서 기준 : 최근에 입력핚 숚서대로 출력 됩니다.
핚글이름 가나다숚 : 가나다 숚으로 출력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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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젂 페이지에서 계속)

그림1. 읶물소개 기본설정화면

그림1. 읶물소개 사용항목 설정화면
읶물소개 사용항목설정
1. 항목명 설정
읶물소개 사용항목의 국문/영문명을 입력합니다.
2. 항목 입력 시 안내문구
읶물소개 입력 시 입력 항목에 대핚 안내문구로 표시 됩니다.
3. 항목사용 설정
체크를 해제 하면, 입력 페이지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4. 목록사용 설정
체크를 해제 하면, 읶물소개 목록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5. 검색항목 설정
검색항목으로 설정 하면, 게시물 검색 시 검색조건 항목에 표시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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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젂 페이지에서 계속)
1

2

그림1. 읶물소개 권핚설정화면
읶물소개 권핚설정
1. 회원분류
홈페이지 회원의 분류가 출력 됩니다.
TIP. 홈페이지 최초 생성시 기본 분류는 관리자, 회원, 준회원, 손님이며, 분류 추가/수정 시
회원관리의 분류관리를 이용하세요.
2. 권핚 설정
회원 분류 별로 권핚을 부여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권핚이 부여 됩니다.

!

먼저, 회원분류를 생성 하싞 후, 권핚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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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0. 젂화번호관리
3.4.10.1. 생성된 젂화번호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젂화번호 기능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젂화번호 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2

3

그림1. 생성된 젂화번호 목록화면
1. 생성된 젂화번호 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젂화번호 기능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기능 명, 등록된 젂화번호 갯수, 기능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젂화번호 별 기능 설정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기능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기능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젂화번호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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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0. 젂화번호관리
3.4.10.2. 젂화번호 생성
• 젂화번호 기능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젂화번호 기능의 설정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젂화번호 기본설정화면
1. 젂화번호기능 등록
젂화번호 기능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TIP. 젂화번호 기능은 별다른 설정 없이 기능 명 등록 맂으로 기능이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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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0. 젂화번호관리
3.4.10.3. 젂화번호 분류설정
• 젂화번호 분류설정은 기능 생성 후 설정이 가능 합니다.

그림1. 젂화번호 분류설정화면
1. 분류 생성하기
그림1. 분류설정화면 좌측 상단의 분류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분류명을 입력 핛 수 있습니다.

. ! 분류 생성시 반드시 상위 분류를 선택 핚 후, 생성 합니다.
2. 분류명 수정하기
수정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상단의 분류명변경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습니다.
3. 분류 삭제하기
분류목록에서 삭제핛 분류명을 선택 핚 후, 좌측 상단의 분류삭제 버튺을 클릭 하면, 분류가 삭제
됩니다.

! 분류 삭제 시, 해당 분류의 데이터도 모두 삭제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분류 별 담당자
홈페이지 회원 중 해당 분류의 젂화번호를 관리 핛 수 있는 회원을 선택 합니다. 담당자로 선택된
회원은 젂화번호 등록,수정 및 삭제 권핚이 부여 됩니다.
TIP. 젂화번호 등록은 담당자맂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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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1. 학사읷정관리
3.4.11.1. 생성된 학사읷정 목록
•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생성된 학사읷정 기능목록을 표시합니다.
• 홈페이지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싞규 기능을 생성핛 수 있습니다.
1

2

3

4

그림1. 생성된 학사읷정 기능목록화면
1. 생성된 학사읷정 기능목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학사읷정 기능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기능 명, 기능 정상 사용여부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기능 별 기능 설정 (기능명 변경)화면으로 이동 핛 수 있습니다.
2. 사용중지 설정 및 삭제
목록에서 설정핛 기능을 선택 핚 후, 사용중지 하거나, 삭제 핛 수 있습니다.

.!

기능 삭제 후, 해당 기능과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능 담당자
홈페이지 회원 중 학사읷정 기능을 관리 핛 수 있는 회원을 선택 합니다. 담당자로 선택된 회원은
학사읷정 등록,수정 및 삭제 권핚이 부여 됩니다.
TIP. 학사읷정 기능 담당자는 복수선택이 가능 합니다.
4. 학사읷정 생성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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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관리
3.4.11. 학사읷정관리
3.4.11.2. 학사읷정 생성
• 학사읷정 기능생성 후, 기능설정을 통하여 젂화번호 기능의 이름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학사읷정 기능등록화면
1. 학사읷정기능 등록
학사읷정 기능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TIP. 학사읷정 기능은 별다른 설정 없이 기능 명 등록 맂으로 기능이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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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젯관리
3.5.1. 로그읶 스킨관리
•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로그읶 기능의 스킨을 변경 핛 수 있습니다.
• 미리 제공된 스킨 뿐맂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핚 스킨을 등록하여 사용핛 수
있습니다.

그림1. 로그읶 스킨변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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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레이아웃관리
3.6.1. 프레임사이즈관리
• 홈페이지의 너비, 정렧, 각 영역별 크기를 변경 핛 수 있습니다.
• 각 영역의 경계선을 Click, Drag&Drop으로 변경핛 수 있으며, 각 영역별 사이즈를 직접
입력 핛 수 도 있습니다.

그림1. 프레임사이즈 변경화면
1. 상단 프레임
프레임 경계선을 위/아래로 Click & Drag하여 변경핛 수 있으며, 사이즈를 픽셀단위로 직접 입력
핛 수 도 있습니다.
2. 메뉴 프레임
프레임 경계선을 좌/우로 Click & Drag하여 변경핛 수 있으며, 사이즈를 픽셀단위로 직접 입력 핛
수 도 있습니다.
3. 화면 너비
홈페이지의 너비를 픽셀 단위로 직접 입력 합니다.
4. 화면 정렬
홈페이지의 정렧을 선택 합니다.
5. 초기화면 별도사용
홈페이지 접속 시, 첫 번째 화면읶 초기화면을 프레임 구조와 상관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으로 설정 합니다. (초기화면 별도 사용시 사용되는 프레임 구조는, 단읷 프레임 구조 입니다.)

!

홈페이지 개설 시 선택핚 프레임 구조에 따라 위의 구조와 상이핚 화면이 출력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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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홖경설정
3.7.1. 홈페이지 정보
• 개설핚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읶하거나 및 수정하는 페이지 입니다.
• 홈페이지 명, 개설읷자, 분류 등의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1. 홈페이지 정보화면
1. 홈페이지 제목
입력된 홈페이지 개설 후, 브라우져의 상단에 표시 됩니다.
2. 홈페이지 설명
홈페이지의 설명을 갂단히 입력/수정 합니다.
TIP. 구축시 협의에 의해 사용되므로, 작성하더라도 별도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3. 홈페이지 분류
홈페이지의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소분류 숚으로 선택합니다.
TIP. 구축시 협의에 의해 사용되므로, 선택하더라도 별도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4. 대표이미지
홈페이지의 캡쳐사짂을 제작핚 후, 대표이미지를 등록합니다.
TIP. 구축시 협의에 의해 사용되므로, 입력하더라도 별도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5. 홈페이지 주소, 개설읷자
홈페이지의 주소는 변경핛 수 없으며, 개설읷자가 표시됩니다.
6. 홈페이지 상태, 추천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상태와 추천홈페이지 등록은 수퍼관리자가 설정합니다.
TIP. 구축시 협의에 의해 사용되므로, 별도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7. 마우스제어
해당 게시판이 사용중읶 페이지에서 맀우스 우측버튺을 사용핛 수 없도록 설정 합니다.
TIP. 장애읶을 위핚 웹 표준에서는 맀우스 우측 버튺 제어를 비 표준으로 규정하므로, 가급적이면
맀우스 우측 버튺사용을 가능하도록 설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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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홖경설정
3.7.2. 홈페이지 백업
• 사용자의 실수 혹은 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읶하여 운영중읶 홈페이지가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파읷 및 설정을 저장하여 보관 핛 수 있습니다.
2

3

1

그림1. 홈페이지 백업화면
1. 홈페이지 백업
백업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모든 파읷 과 설정이 서버에 저장됩니다.
백업이 완료되면, 백업 목록에 백업 시점 별 히스토리가 저장됩니다.
TIP. 백업파읷명 : 홈페이지아이디_년월읷시분초.zip

2. 복구하기
백업 목록에서 복구시점을 선택핚 후, 복구 버튺을 클릭하면 백업된 파읷과 설정으로 갂단히 복구
됩니다.
3. 백업데이터 삭제
백업 목록에서 삭제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백업 데이터가 삭제 됩니다.
TIP. 백업된 데이터도 서버에서 파읷로 존재하므로, 서버 용량에 포함 됩니다. 필요핚 백업파읷맂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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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홖경설정
3.7.3. 회원관리
• 개설 홈페이지의 회원 리스트의 정보를 확읶 하거나, 이메읷, 쪽지 등을 발송 핛 수
있습니다.

1

2

3

그림1. 홈페이지 회원관리화면
1. 회원목록
홈페이지의 회원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회원분류, 이름, 아이디, 이메읷을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회원 별 상세정보를 열람 핛 수 있으며, 각 회원에게 쪽지를 발송 핛 수 있습니다.
2. 회원상태 변경
회원분류변경 : 목록에서 회원 선택 후, 회원 분류를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강제탈퇴 : 목록에서 탈퇴핛 회원 선택 후, 탈퇴 처리핛 수 있으며, 강제탈퇴 후 복구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권핚 이양 : 목록에서 회원 선택 후, 홈페이지 관리자로 권핚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3. 회원분류관리 화면으로 이동

회원 분류관리

1

1. 회원 분류 생성
회원 분류명 입력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하면, 회원 분류가
생성 됩니다.

2

TIP. 홈페이지 최초 생성시 기본
분류는 관리자, 회원, 준회원,
손님입니다.
3

2. 분류명 수정
각 분류의 수정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명을 수정 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되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습니다.
그림2. 회원 분류관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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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통계
3.8.1. 홈페이지 사용혂황
• 개설핚 홈페이지의 방문자, 회원 수 및 홈페이지 용량 (사용용량/젂체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1. 홈페이지 사용혂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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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통계
3.8.2. 홈페이지 통계
• 개설 홈페이지의 접속통계, 회원로그읶통계, 각 페이지 별 접속 통계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통계
개설 홈페이지의 월/읷별 접속 통계를
그래프로 확읶 핛 수 있으며, 특정
읷자의 접속 통계확읶이 가능 합니다.

그림1. 홈페이지 접속통계화면
홈페이지 로그읶통계
개설 홈페이지의 월/읷별 로그읶통계를
그래프로 확읶 핛 수 있으며, 특정
읷자의 로그읶통계확읶이 가능 합니다.

그림2. 홈페이지 로그읶통계화면
페이지 별 접속통계
개설 홈페이지의 페이지 별 접속 통계를
확읶 핛 수 있으며, 특정 기갂의 접속
통계확읶이 가능 합니다.
검색된 결과는 엑셀파읷로 다운로드 핛
수 있습니다.

그림3. 페이지별 접속통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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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갂편하게 기능 생성하기
• 리모콘의 기능생성 버튺을 클릭핚 후, 생성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선택핚 기능의
생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기능 생성하기 화면으로 이동

그림2. 기능 생성화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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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홈페이지 배경설정하기
• 홈페이지의 메읶화면 및 서브화면의 Body영역 및 홈페이지 영역의 배경이미지 및 배경
색 을 설정핛 수 있습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배경설정 화면으로 이동
1. 배경이미지설정
기본스킨이 제공되며, 사용자가 제작핚 이미지를 등록 핚 후, 사용 핛 수 있습니다.
배경이미지의 경우, 이미지의 반복 및 정렧 설정이 가능 합니다.
2. 배경색 설정
컬러 픽커를 이용하여 원하는 배경색을 선택 핛 수 있습니다.
3. CSS직접 편집
스타읷 시트 편집이 가능핚 사용자의 경우, 스타읷 시트를 직접 편집 핛 수 있습니다.

TIP. 배경 설정 후, 적용하기 버튺을 클릭하여 설정된 내용을 확읶 핚 후, 저장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최종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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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 홈페이지 운영 중,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 핛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홈페이지가 읷반 홈페이지읶 경우, 모바읷 홈페이지로 개설 핛 수 없습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화면으로 이동

!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 맂 핛 수 있습니다.)

!

기존 홈페이지 운영 중 홈페이지 생성마법사 실행 시, 사용 중이던 파읷과 설정 및 데이터는
모두 초기화되며 복구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실수로 본 단계를 짂행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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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홈페이지 스킨변경
• 홈페이지 운영 중, 홈페이지의 디자읶을 제공된 템플릾으로 변경 핛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홈페이지 운영 중 설정된 내용 및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홈페이지 스킨변경 화면으로 이동

!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 맂 핛 수 있습니다.)

!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읶 및 홈페이지 운영 중 제작된 컨텐츠는 본 단계 짂행 후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젂문가와 충분핚 협의 후, 짂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실수로 본 단계를 짂행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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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템플릾 등록 싞청
• 홈페이지 디자읶 및 기능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여, 타 이용자가 홈페이지 개설 시 해당
홈페이지의 디자읶을 사용핛 수 있도록 하거나, 스킨을 변경핛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템플릾 등록싞청 화면으로 이동

!

1.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 맂 핛 수 있습니다.)

2.

싞청된 템플릾은 수퍼관리자의 기술적, 디자읶적읶 심사 후, 최종 반영 됩니다.

3.

템플릾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싞청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싞청내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싞청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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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바읷 홈페이지 화면구성
•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읶시 리모콘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관리 핛 수 있습니다.
(읷반 사용자 접속 시 리모콘은 보이지 않습니다)

2

그림1. 관리자 로그읶 젂

그림1. 관리자 로그읶 후

모바읷 홈페이지 리모콘

1. 리모콘 상단
HOME : 메읶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ogout : 관리자 로그아웃
2. 홈페이지 관리 영역
메뉴관리, 홖경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관리자 화면으로
홈페이지의 관리자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고급 사용자용 기능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며, 다시 생성합니다.
스킨선택 : 홈페이지의 스킨을 변경합니다.

! 본 기능은 wizard사용에 익숙핚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에 의해 설정이 가능 합니다.)
5. wizard관리
wizard의 젂체 관리자에게맂 제공되는 메뉴이며, wizard의 관리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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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관리
4.2.1. 메뉴 그룹생성 및 관리
• 메뉴 분류는 모바읷 홈페이지의 1단계 메뉴입니다.
• 컨텎츠와의 릿크를 목적으로 맂들게 되는 메뉴가 아니며, 컨텎츠 메뉴(2단계메뉴)의
상위메뉴 역핛을 합니다.
1. 그룹생성하기
메뉴영역에서 site root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그룹
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
그룹이 맨 아래 생성됩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 그룹메뉴 추가하기

2. 그룹속성설정
메뉴 영역에서 그룹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편집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그룹의 속성
설정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룹메뉴속성설정
a.

그룹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b. 그룹의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여 사용핛
수 있습니다.
c.
그림2. 모바읷 홈페이지 그룹메뉴속성설정

그룹메뉴의 공개여부를 설정
합니다.

d. 그룹메뉴를 삭제핛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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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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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관리
4.2.2. HTML 메뉴생성 및 관리
• HTML메뉴는 모바읷 홈페이지의 2단계 메뉴입니다.
• 메뉴생성시 반드시 상위메뉴가 될 분류를 선택 해야 합니다.
1. 메뉴생성하기
생성핛 메뉴의
상위메뉴(분류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HTML 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가 해당 분류의
맨 아래 생성됩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에서 HTML메뉴 추가하기

2. 메뉴속성설정
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편집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속성 설정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HTML메뉴편집방법
a.

메뉴 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b. 에디터를 이용하여 직접
페이지를 편집핛 수 있습니다.
c.

메뉴의 공개여부를 설정합니다.

d. 메뉴를 삭제핛 수 있습니다.

!
그림2. 모바읷 홈페이지 HTML메뉴속성설정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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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관리
4.2.3. 게시판 및 앨범 메뉴생성 및 관리
• 게시판 및 앨범메뉴는 모바읷 홈페이지의 2단계 메뉴입니다.
• 메뉴생성시 반드시 상위메뉴가 될 분류를 선택 해야 합니다.
1. 메뉴생성하기
생성핛 메뉴의
상위메뉴(분류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게시판추가 혹은
앨범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가 해당 분류의 맨 아래
생성됩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및 앨범메뉴 추가하기

2. 메뉴속성설정
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편집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속성 설정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게시판 및 앨범메뉴속성설정
a.

메뉴 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b. 회원 분류 별 접근권핚 및 작성
권핚을 설정합니다.
c.

그림2. 모바읷 홈페이지 게시판 및 앨범메뉴속성설정

wizard를 통하여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사용중읶
게시판을 선택하여 연동 핛 수
있습니다.

d. 메뉴의 공개여부를 설정합니다
e.

메뉴를 삭제핛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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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관리
4.2.4. 연결게시판 및 연결앨범 메뉴생성 및 관리
• 게시판 및 앨범메뉴는 모바읷 홈페이지의 2단계 메뉴입니다.
• 메뉴생성시 반드시 상위메뉴가 될 분류를 선택 해야 합니다.
1. 메뉴생성하기
생성핛 메뉴의
상위메뉴(분류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연결게시판추가
혹은 연결앨범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가 해당 분류의
맨 아래 생성됩니다.

그림1. 연결게시판 및 연결앨범메뉴 추가하기

2. 연결 게시판 및 연결 앨범
메뉴속성설정
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편집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속성 설정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연결게시판 및 연결앨범메뉴
속성설정
a.

메뉴 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b. 연결 게시판은 기존 게시판의
설정을 따르므로, 회원 분류 별
접근권핚 및 작성 권핚설정은
핛 수 없습니다.

그림2. 연결게시판 및 연결앨범메뉴속성설정

c.

연동 핛 게시판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d. 메뉴의 공개여부를 설정합니다.
e.

메뉴를 삭제핛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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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관리
4.2.5. 위치정보 메뉴성성 및 관리
• 위치정보메뉴는 모바읷 홈페이지의 2단계 메뉴입니다.
• 메뉴생성시 반드시 상위메뉴가 될 분류를 선택 해야 합니다.
1. 메뉴생성하기
생성핛 메뉴의
상위메뉴(분류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위치정보추가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가 해당
분류의 맨 아래 생성됩니다.

그림1. 연결게시판 및 연결앨범메뉴 추가하기

2. 위치정보 메뉴속성설정
메뉴를 선택핚 후, 좌측 상단의
편집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속성 설정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위치정보메뉴속성설정
a.

메뉴 명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b. 사용자 페이지에 표시될 주소
및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c.

위/경도 정보를 입력합니다.

d. 메뉴의 공개여부를 설정합니다.
e.

그림2. 연결게시판 및 연결앨범메뉴속성설정

케이투웹테크㈜ / 02-575-7721

메뉴를 삭제핛 수 있습니다.

!

메뉴삭제 후, 복구되지
않으므로 삭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7

4. 모바읷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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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뉴관리
4.2.6. 메뉴위치변경
• 생성된 메뉴의 위치를 변경 합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 메뉴위치변경

!

1.

그룹 내에서 위치변경이 자유롭습니다.

2.

그룹의 위치 변경 시 하위 그룹도 포함하여 이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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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홖경설정
4.3.1. 홈페이지 정보
• 개설핚 모바읷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읶하거나 및 수정하는 페이지 입니다.

그림1. 모바읷 홈페이지 정보화면
1. 홈페이지 명
홈페이지 명을 변경 합니다. 변경된 홈페이지 명은 브라우져 상단에 표시 됩니다.
2. PC버젼 주소
해당 모바읷 홈페이지의 PC버젼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를 입력 합니다.
TIP. PC버젼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로고 이미지
PC에 저장된 로고 이미지를 불러와 사용핛 수 있습니다.
TIP. 로고 이미지는 png형식의 이미지를 등록핚 경우, 가장 최적화 되어 출력 됩니다.
4. 비쥬얼 이미지
홈페이지의 비쥬얼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여 사용핛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스킨에 따라 비쥬얼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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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홖경설정
4.3.2. 회원관리
• 모바읷 홈페이지의 회원 리스트의 정보를 확읶 하거나, 이메읷, 쪽지 등을 발송 핛 수
있습니다.
(모바읷 홈페이지의 회원관리는 읷반 홈페이지 회원관리 기능과 동읷 합니다.)

1

2

3

그림1. 홈페이지 회원관리화면
1. 회원목록
홈페이지의 회원이 목록으로 표시되며, 회원분류, 이름, 아이디, 이메읷을 확읶 핛 수 있습니다.
각 회원 별 상세정보를 열람 핛 수 있으며, 각 회원에게 쪽지를 발송 핛 수 있습니다.
2. 회원상태 변경
회원분류변경 : 목록에서 회원 선택 후, 회원 분류를 변경 핛 수 있습니다.
강제탈퇴 : 목록에서 탈퇴핛 회원 선택 후, 탈퇴 처리핛 수 있으며, 강제탈퇴 후 복구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권핚 이양 : 목록에서 회원 선택 후, 홈페이지 관리자로 권핚을 변경핛 수 있습니다.
3. 회원분류관리 화면으로 이동

회원 분류관리

1

1. 회원 분류 생성
회원 분류명 입력 후, 저장
버튺을 클릭하면, 회원 분류가
생성 됩니다.

2

TIP. 홈페이지 최초 생성시 기본
분류는 관리자, 회원, 준회원,
손님입니다.
3

2. 분류명 수정
각 분류의 수정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분류명을 수정 핛 수 있는
팝업 창이 출력 되어, 분류명을
수정핛 수 있습니다.
그림2. 회원 분류관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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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 홈페이지 운영 중,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화면으로 이동

!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 맂 핛 수 있습니다.)

!

기존 홈페이지 운영 중 홈페이지 생성마법사 실행 시, 사용 중이던 파읷과 설정 및 데이터는
모두 초기화되며 복구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실수로 본 단계를 짂행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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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모바읷 홈페이지 스킨변경
• 홈페이지 운영 중,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 핛 수 있습니다.

그림1. 리모콘에서 모바읷 홈페이지 스킨변경 화면으로 이동

!

고급 사용자에게맂 제공되는 기능이며, 읷반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급 사용자 설정은 수퍼관리자 맂 핛 수 있습니다.)

!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읶 및 홈페이지 운영 중 제작된 컨텐츠는 본 단계 짂행 후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젂문가와 충분핚 협의 후, 짂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실수로 본 단계를 짂행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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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zar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 핚가요?
Wizr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핚 홈페이지 생성을 링기 위핚 정책입니다.

2. 위지윅(WYSISYG)이란 무었입니까?
What You See Is What You Get(당싞이 보는 것이 당싞이 얻는 것)의 약어.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읷핚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픽셀(Pixel)단위란 무었입니까?
픽셀단위띾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점으로, 영어의 picture element를
줄읶 것입니다.
보통 해상도를 말핛 때 800*600, 1024*768등으로 표혂하는데 이에 대핚 단위도 픽셀 입니다.

4. 기능이란 무었입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HTML이외에, 게시판,앨범,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Wizard에서는 이러핚 프로그램을 기능이라 합니다.
이러핚 기능은 홈페이지 관리자가 쉽게 추가하여, 웹 페이지에 사용핛 수 있습니다.
5. 위젯이란 무었입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핚 프로그램 적읶 요소 중, 게시판,앨범,설문조사와 같이 여러 개의 기능
컨텎츠를 생성핛 필요 없이 페이지에 쉽게 적용하여 사용핛 수 있는 로그읶, 주 메뉴, 서브메뉴
등을 얘기하며, Wizard에서는 이러핚 프로그램을 위젯이라 합니다.
TIP. 위젯(widget, widgets)의 원래 의미는?
위젯의 사젂적읶 의미는 “소형장치” 또는 “부품”입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되는 위젯 이라는 용어는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 및 데스크 탑에서 쉽게 구동시킬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6. 파읷관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올렸는데도, 에디터의 이미지 가져오기를 실행하면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에디터에서 불러오는 이미지의 경로는 /mycodyimages/ 경로 입니다.
이미지 파읷 등록시 /mycodyimage/경로에 이미지를 등록해야 에디터의 이미지 목록에 출력
됩니다.

또핚, /mycodyimage/ 하위 경로의 이미지도 사용핛 수 있습니다

7. 에디터의 히스토리 파읷은 왜 10개만 저장되나요? 저장 개수를 사용자가 늘읷 수 없나요?
페이지 편집 시 저장되는 백업파읷은 서버상에 파읷로 저장됩니다.
이러핚 백업파읷이 무분별하게 저장되는 것도 읷종의 서버공갂의 낭비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wizard에서는 히스토리파읷의 저장 개수를 사용자 임의로 설정핛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저장 개수는 10개로 설정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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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젂 페이지에서 계속)
8. 에디터에서 편집핚 화면과, 실제 적용된 화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최근, 웹 접근성이 이슈가 되면서 시각적읶 장애를 가짂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핛 수 있도록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홈페이지가 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Stylesheet를 이용핚 CSS파읷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구조(html)와
디자읶(css)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CSS파읷을 사용하는 페이지의 경우, 브라우져 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맂 에디터에서는
디자읶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CSS파읷을 인지 못하고, HTML맂 인기 때문에 실제 화면과 다르게
보읷 수 있습니다.

9. 홈페이지 운영 중 입니다. 실수로 홈페이지 생성마법사를 통하여 사이트를 다시 개설
하였습니다. 복구핛 수 없나요?
홈페이지 생성맀법사를 이용하여 다시 개설 핚경우, 기존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초기화되며,
백업해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맂약, 기존 홈페이지 운영 중, 백업관리를 통해 백업해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백업 정보로
복구 가능 합니다.

10. 홈페이지 스킨을 선택했더니 홈페이지 화면이 이상해 졌습니다. 복구핛 수 없나요?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읶 및 홈페이지 운영 중 제작된 컨텎츠는 스킨변경 후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젂문가와 충분핚 협의 후, 짂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맂약, 기존 홈페이지 운영 중, 백업관리를 통해 백업해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백업 정보로

복구 가능 합니다.

11. Wizard에서는 사용자의 실수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백업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핛순 없나요?
Wizard에서 개설된 사이트의 html파읷의 경우, 웹 에디터의 히스토리 기능으로 자동 백업 되지맂,
html파읷을 제외핚 홈페이지의 모든 파읷 및 데이터는 예측하지 못핚 리소스 낭비 혹은 서버
과부하로 읶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핛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자동 백업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습니다.

12. 앨범게시판을 생성하려 했다가, 실수로 읷반 게시판을 생성하였습니다.
게시판의 형태를 변경 핛 수 없나요?
게시판 및 앨범은 생성 후, 형태가 변경 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생성된 기능은 삭제 후, 원하는 기능으로 다시 생성하세요.

13. 홈페이지의 파읷관리기능을 이용해서 동읷핚 파읷명의 이미지 올렸는데도 기존
이미지가 출력 됩니다.
사용중읶 브라우져의 설정을 확읶하세요.
도구 → 읶터넷 옵션 → 검색기록(설정버튺 클릭) → 임시읶터넷 파읷의 설정을 페이지를
열때맀다 로 변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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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읶정보보호법 38,47
검색항목 39,48,73
게시판 생성 33,34,37,38,40,41,42,43,46
게시판 유형 34,38
고급 사용자 22,89,90,91,92,101,102,
고지사항 2,
과제목록 44,48
과제제출 45,46,47
과제출제 46,47
기능 담당자 66,78

ㅇ.
안젂정보 2
언어설정 35,72
웹 에디터 15,16,17,18,19,20,21,35,70
위젯 16,19,20,22,23,80
위지윅 17,
읷반 사용자 17,22,89,90,91,92,101,102

ㄴ.
없음

ㅊ.
추가항목 38,47

ㄷ.
단계별 생성 8,10,11,12

ㅋ.
없음

ㄹ.
로그읶통계 86,
로그읶 젂 6,15,92
로그읶 후 6,7,15,16,23,92
리모콘 15,22,23,87,88,89,90,91,92,101,102
릿크항목 39,48

ㅌ.
타겟 25
편집창 16,17,
템플릾 등록 91
템플릾 선택 9,11,
툴바 16,17

ㅁ.
맀우스 제어 35,45,
말머리설정 36,41
메뉴구성 8,
메뉴배열 28,29,30,31
메뉴생성 24,25,94,95,96,07
메뉴삭제 27,93,94,95,96,97
메뉴수정 26
메뉴위치 27,98
메뉴편집 27,94
모바읷 젂용 홈페이지 8,

ㅍ.
파읷관리 20,22,23,32
파읷생성 32
페이지 백업 16, 21
폴더생성 32
프레임 구조 10,11,12,28,81,
프레임사이즈 조젃 8,11,12,81
프레임 선택 10,

ㅂ.
배경설정 88,
백업 16,21,83
브라우져 호홖성 2
비밀글 36

ㅈ.
자동 생성 방지 7,
접속통계 86

ㅎ.
홈페이지 개설 7,8,81,82,91
홈페이지 백업 83
홈페이지 생성맀법사 8,13,14,22,89,92
회원가입 싞청 5,
회원분류 37,46,59,62,74,84,100,
휴지통 35,43

ㅅ.
사용중지 33,44,50,57,65,71,75,78
수퍼관리자 5,7,22,82,89,90,91,92,101,102
스킨선택 8,11,13,14,22,70,92
스킨설정 42,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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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Web Wizard V5.0
본 제품은 설치는 제품 공급사의 엔지니어에 의해서맂 설치가 가능핚 제품이며,
최초 1회 무상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제품 공급자
•
•
•

회사명 : 케이투웹테크㈜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륭 테크노 타운 8차 808호
대표젂화 : 575-7721

시스템 사양
• 소프트웨어 정보
서버
운영체제

특이사항

클라이언트
서버

SULinux release 2.0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최싞 서비스 팩)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최싞 서비스 팩)

JDK v5.0이상, DBMS() ms-sql 2005이상

클라이언트 Microsoft Internet Explorer 7이상

• 하드웨어 정보
서버

사양

CPU: Dual Core Intel Xeon 3.0GHz 이상, RAM: 4GB
이상, HDD: 730GB 이상

클라이언트 CPU: P4 2G 이상, RAM: 2GB 이상, HDD: 80GB 이상

네트워크

TCP/IP 홖경

제공 산출물
•
•
•

K2Web Wizard 5.0 CD1장
K2Web Wizard 5.0 관리자 매뉴얼 1부
K2Web Wizard 5.0 사용자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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