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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 전용 로그인 창을 통하여 접속을 합니다.
ID와 Password는 발급된 내용을 넣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속됩니다.
좌측은 SOFF 관리를 위한 공지사항이 노출 됩니다. 자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능 관리 리스트 화면

<기능관리리스트>
로그인후 처음 접하게 되는 페이지 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게시판과 기
능들이 리스팅 됩니다. 해당 게시판이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능 명 우측의 파란색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관리하는 새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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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ub Letter 기능설명
e-pub Letter의 관리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섹션(카테고리) 및 콘텐트를 관리하는 콘텐트 관리기능
2) 커버(발행 호 별 표지) 관리기능 및 뉴스레터 발송기능
3) 구독자 리스트를 관리하는 구독자 관리기능

3-1. 콘텐트 관리
콘텐트 관리 기능은 메뉴 자동생성을 위한 섹션(카테고리)을 구성하는 기능부터 시작됩니다.
섹션(카테고리)은 메뉴의 이름이 되며 각 콘텐트를 묶어주는 공통 구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e-pub Letter 콘텐트 관리화면>
섹션(카테고리)에서는 섹션의 대표 색상 대표 이미지 Icon등의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을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하게 되며 해당 내용들은 e-pub Letter의 사용자화면과 관리자 화면에서 콘텐트를 구
성하는 디자인 요소로 쓰이게 됩니다.

3-1-1.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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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섹션(카테고리)의 인덱싱 고유번호입니다.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카테고리 명: 섹션(카테고리)의 한글 또는 영문 명칭을 입력합니다. 섹션 타이틀 이미지를 사용하
지 않을 때 기입한 내용이 메뉴와 섹션 명으로 TEXT 출력됩니다.
섹션Icon: 섹션(카테고리)의 대표 이미지 파일을 등록합니다. 해당 파일은 COVER페이지와 메뉴로
사용 됩니다.
섹션설명: 섹션의 기획의도 및 설명을 하는 NOTE란 입니다.
섹션 컬러: 섹션(카테고리)의 대표색상입니다. 섹션 별 바나 라인 등 섹션의 대표 색으로 지정하여
디자인에 필요 할 경우 로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Hex코드사용 예) 흰색 #FFFFF

섹션타이틀: 섹션(카테고리)의 타이틀 이미지 파일을 등록합니다.

콘텐트 뷰 화면과 리스트 화면

에서 사용 되는 타이틀 이미지 입니다.
섹션배경컬러: 섹션(카테고리)의 바탕 대표 색상입니다. Hex코드사용 예) 흰색 #FFFFF
섹션배경이미지: 섹션(카테고리)의 배경 이미지 입니다. JPG, GIF 사용가능
섹션바이미지: 섹션(카테고리)의 라인 이미지 입니다. JPG, GIF 사용가능
사용여부: 섹션을 메뉴에 출력해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시 사용자화면에 노출, 미 사용시
노출되지 않습니다. 관리자에서는 사용,미사용 모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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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섹션 구성요소 노출위치

<콘텐트 리스트 페이지>
1) 카테고리 명, 섹션Icon이 출력됩니다.
2) 섹션타이틀이 출력됩니다.
3) 섹션 컬러, 섹션 바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콘텐트 뷰페이지>
3) 섹션타이틀이 출력됩니다.

3-1-3. 섹션(카테고리)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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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카테고리)는 등록 이외 에 제목 클릭 시 섹션(카테고리) 등록상태를 보여주는 섹션(카테고리)
뷰 페이지로 이동되며 뷰 페이지에서 수정페이지로 이동하여 등록된 정보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3-2. 섹션별 콘텐트 관리
각 섹션 별로 묶여져 있는 콘텐트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섹션 리스트상에 관리하고자 하는 섹션 명 우측의 보라색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섹션에 포
함된 콘텐트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2-1. 콘텐트 리스트
관리자의 콘텐트 리스트에서는 선택하고 이동한 섹션의 모든 콘텐트들이 나타납니다. 관리자는
모든 콘텐트 관리를 위해서 콘텐트가 각 발행 호수 별로 나타나지 않고 모두 출력이 되며 출력
되는 모습은 사용자 화면과 동일하게 출력됩니다.
출력되어지는 구성은 콘텐트의 대표이미지와 제목이 출력되어지며 제목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가 먼저 출력되게 되며 없는 경우에는 TEXT로 입력된 제목이 출력되게 됩니다.
제목이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등록된 콘텐트 뷰로 이동되게 되며 하단의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새
로운 콘텐트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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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콘텐트 작성 Write
콘텐트 작성은 콘텐트를 발행하는 모든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게시판 사용과 마찬가지고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모두 등록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저
널이 발간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각 필드 별로 콘텐트 등록에 대한 기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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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콘텐트 고유번호로써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콘텐트 구성: 콘텐트의 레이아웃을 정의합니다. 콘텐트 구성은 TEXT구성과 Gallery형 구성으로 기
본제공 되며 새롭게 필요한 레이아웃을 추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TEXT구성 + 갤러리구성>

<TEXT구성>

기본적인 TEXT구성 레이아웃 하단에 사용된 이

TEXT와 테이블로 구성을 원하는데로 저작할수있

미지들을 갤러리화하여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습니다. 대표이미지 외에는 이미지를 추가로 출

추가됩니다.

력하지 않습니다.

제목: 콘텐트의 제목입니다. TEXT로 입력하며 제목이미지를 활용하지 않을 때 출력됩니다. 필수입
력항목이며 그림 영역 중 4번에 이미지 대신 출력이 됩니다. 현재 화면은 제목을 이미지로 출력
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제목이미지: 콘텐트의 제목으로 활용하는 이미지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림 영역 중 4번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PC에서 선택합니다.
본문: 콘텐트의 내용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웹 에디터가 장착되어 에디터를 사용하여
표나 출판물의 레이아웃 등을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디터사용법은 관리도구 오른쪽상단
에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이외에 드림위버나 HTML에디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작물 샘플
HTM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로컬 에디터에서 편집한 후에 소스모드에 HTML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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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저작물이 구성됩니다.
발행 호수: 각 콘텐트의 발행 호별 수를 기입합니다. 숫자만 기입합니다.
발행 년도: 각 콘텐트의 발행 호별 년도 수를 기입합니다. 숫자만 기입합니다.
*발행 호수와 발행 년도는 사용자화면에서 발행 호마다 사용되어지는 표지(Cover)페이지와 묶어
주는 구분 자 역할을 합니다. 발행 호수와 발행 년도가 바뀌어 지면 전혀 다른 콘텐트로 인식되
니 현재 발행되는 년 호수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또한 발행 년도와 발행 호수는 숫자로만 처리되
면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규칙의 구분방식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키워드: 콘텐트의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 키워드는 META로 등록되어 포털 검색 로봇이 키워드
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처리해줍니다.
태그: 콘텐트를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해당 입력단어는 메인 페이지의 태그 클라우
드에서 출력되며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태그를 출력하여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킵니다.

<커버페이지 태그 클라우드>
리스트/메인(커버, 메일 링)출력 소개 글: 각 콘텐트가 리스팅 될 때 사용되어지는 콘텐트의 소개
글입니다. 짧은 설명 글로 콘텐트의 내용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하단그림의 3번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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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명: 글의 저작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단 그림 중 1
소속: 저작자의 소속을 입력합니다. 하단 그림 중 2
저작자사진: 저작사의 사진을 PC에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하단 그림 중3

발문: 글의 전체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발문을 등록합니다. 하단 그림 중4

<뷰 페이지의 발문과 저작자 정보>
본문대표이미지: 본문대표이미지는 리스트와 커버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의 대표적인 이
미지 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 단위 이므로 필수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
을 때는 회색의 로고이미지를 출력시킵니다.
세부이미지: 콘텐트 구성이 Gallery구성 일 때 활용되며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선택하고
우측 제목과 내용에 이미지 설명에 대한 TEXT를 입력합니다.
세부이미지가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 후 좌측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세
부이미지를 추가로 구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화면 출력여부: 검수 전에 콘텐트를 구성할 때 쓰입니다. 등록 시엔 기본으로 사용 안 함으
로 등록되어 사용자에게 노출을 막으며 검수가 완료된 후에 사용으로 변경하면 콘텐트가 노출되
게 됩니다.
콘텐트검수여부: 콘텐트의 검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구분으로 사용됩니다.
Plug-in : 각 콘텐트 마다 사용될 외부 API나 플러그인 프로그램 소스를 내용안에 삽입할 때 사용
되어집니다.
등록일: 현재 작성 날짜로 자동 등록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버튼을 누르면 콘텐트가 완성되어집니다.
*주의: 해당내용을 모두 입력하면서 본문을 같이 입력하시게 되면 세션이 종료되어 작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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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본문 작성은 나머지 데이터를 먼저 등록
한 후에 수정화면을 통하여 본문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3 발행호수관리

발행 호수관리는 상단 탭을 통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의 기능은 각 호마다 분리되어
지는 표지(Cover)페이지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적용된 발행 호수와 년도를 기준으로 콘
텐트와 함께 묶여 지게 됩니다.
발행호수에서는 검수여부와 발간승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뉴스레터 메일 링 발송이 가능해지
며 콘텐트와 함께 완전히 구성된 매거진 발간 호를 구독자에게 발행하고 사용자 화면에 보여지도
록 출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커버페이지는 각 호마다 디자인이 변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간 전 커버페이지
디자인을 의뢰하여 준비하거나 기존의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FTP를 통한 커버페이지 복제를
통해 출간 물 표지를 먼저 구성해두어야 합니다.

3-3-1. 발행호수등록 (커버페이지 정보 입력)
발행호수 등록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발행호수와 발간 년도를 콘텐트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콘텐트와 커버페이지의 연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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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발간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발행 호수: 각 콘텐트의 발행 호별 수를 기입합니다. 숫자만 기입합니다.
발행 년도: 각 콘텐트의 발행 호별 년도 수를 기입합니다. 숫자만 기입합니다.
*발행 호수와 발행 년도는 사용자화면에서 발행 호마다 사용되어지는 표지(Cover)페이지와 묶어
주는 구분 자 역할을 합니다. 발행 호수와 발행 년도가 바뀌어 지면 전혀 다른 콘텐트로 인식되
니 현재 발행되는 년 호수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또한 발행 년도와 발행 호수는 숫자로만 처리되
면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규칙의 구분방식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발행일: 저널의 발행일을 기입합니다. 우측의 달력 Icon을 클릭하면 날짜를 선택하는 달력이 출력
됩니다. 발간 일을 선택하시면 자동 기입됩니다.
편집위원: 커버페이지 또는 기타 페이지에서 발행물의 편집위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진행단계: 4단계로 구분 지어지며 발간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료: 체크 시 세부 해당하는 발행호수의 콘텐트들이 모두 검수 완료되었다는 표기를 합니다.
발간승인: 커버페이지 구성이 완료되고 사용자화면에 출력되도록 구성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
다. 발간승인이 체크된 시점부터 구독자에게 메일 링을 발송할 수 있는 발송기능 버튼이 나타나
게 됩니다.
뉴스레터발송: 구독자들에게 뉴스레터발송을 마쳤다는 표기입니다.
발간완료: 해당 저널의 발간 작업이 완료 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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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뉴스레터발송
해당호의 진행단계가 발간승인으로 체크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기 전
에 반드시 해당호의 콘텐트 검수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커버페이지 구성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자화면에서 발간호가 출력되고 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뉴스레터 발송이 되면
구독자가 이 메일을 통하여 방문하게 되는데 해당 호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하게 되면
구독자들이 미 발간된 책자구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발간승인이 난 상태에서 발송버튼이 나타납니다.>

<뉴스레터 구독자 선택 및 발송 내용 작성 화면>
해당 화면상단에 모든 구독자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희망하는 구독자를 선택하여 일부만 발송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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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으며 모두에게 발송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단의 뉴스레터 미리 보기는 구독자에게 발송되는 이 메일 발송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뉴스레터 미리 보기 밑에 에디터에는 해당하는 발행 호 수의 메일 링 소스가 나타나며 해당 소스
를 희망하는 발송 폼으로 교체하여 HTML 작성하시면 원하는 메일 링 폼으로 구독자에게 뉴스
레터를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미리 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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