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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시판생성 및 운영관리 

가) 전체 게시판 관리화면 

 
(게시판 관리 화면 ) 

 

나) 게시판 생성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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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게시판 기본정보 설정 

  - 게시판명 : 해당 게시판의 제목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테이블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해달 게시판의 테이블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스킨설정: 게시판의 스킨을 4가지 형태의 게시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관리자 아이디: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 아이디를 등록합니다. 

- 게시판 관리자 패스워드: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게시판 관리자 이메일: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 이메일을 등록합니다. 

 

- 게시판 출력우선도: 제품의 출력순서를 조절하는 원리와 동일하듯이, 게시판의 출력 순서

를 1~100까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관리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 

- 게시판 넓이: 해당 게시판의 넓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타이틀 색, 게시판 폰트 색을 html 태그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 게시판 기능 설정 

(게시판 기능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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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리스트 출력: 해당 게시판의 글을 읽을 때 하단에 출력되는 해당 게시물 혹은 관

련 글 및 전체 게시물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비밀기능 사용여부:  게시판의 게시물을 등록할 때 비밀기능 사용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

다. 

- 파일 구별 아이콘: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 파일 구별 아이콘을 보여줄 것인지 여부를 설정

합니다. 

- 선택 버튼 유무: 해당 게시판에서 ‘여러 게시물 읽기 버튼’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게시판 제목 출력: 해당 게시판 상단에 게시판 제목을 출력합니다. 

- 파일 첨부 기능 사용여부: 해당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을 설정합니다. 

- 글 등록 시 메일 수신 기능: 해당 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될 때 메일 수신 여부를 설정합

니다. 

- 게시물 제목 길이, 페이지당 글 수, 블럭당 페이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 게시판 사용권한 설정 

 
(게시판 사용권한 설정 화면) 

- 글읽기 제한기능: 해당 게시판의 글읽기 권한을 관리자,회원(정,일반), 공개용 등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글 리스트 보기 제한 기능: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 리스트 보기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