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메뉴얼

1. 로그인 하기

- 안에 할당 받은 IP 및 도메인 입력후 접속

- 셋팅시 요청하셨던 접속 ID 및 패스워드 입력후 로그인합니다.

2. WordPress 관리자 메뉴 설명



-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화면은 크게 두 화면으로 나뉘며, 좌측 빨간 체크 부분은

메뉴의 목록, 노란 체크 부분은 작업 보드 및 정보보드 입니다.

각각 메뉴들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림판 메뉴의 경우 소메뉴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 대시보드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며 관리자 페이지 제일 처음 페이

지입니다.

업데이트: WordPress의 버전을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하며 설정한 사이

트의 구성이 최신버전에 정상 구동되는지 확인 후 하여야합니다.

글 메뉴의 경우 소메뉴는 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글 : 현재 사이트에 작성된 모든 글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새 글 쓰기: 게시판이나 특정 페이지가 아닌 관리자 페이지에서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삭제, 변경하는 메뉴 입니다.

태그: 글 작성 시 검색에 쉽게 노출되기 위하여 작성하는 태그를 관

리하는 메뉴 입니다.

미디어 메뉴의 경우 소메뉴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업로드 한 경우 현재 어느 게시글에 어떤 파

일이 어느 일자에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파일 올리기: 게시글에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

할경우 사용합니다.

페이지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현재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페이지를 확인 및 관리하

는 페이지 입니다.

새 페이지 추가 :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 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 입

니다.



댓글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구성 되있지 않습니다.

이 메뉴의 경우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댓글을 관리 할 수 있

으며 댓글을 삭제하거나 승인을 기다리는 댓글의 승인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외모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마: 미리 작성된 커스텀 레이아웃을 쉽고 편하게 교체가 가능한

페이지 입니다.

사용자 정의하기: 커스텀 레이아웃을 적용한 경우 커스텀 레이아웃

에서 지원하는 손쉽게 사이트의 구성을 변경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 입니다.(커스텀 레이아웃에 따라 변경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젯: 위젯을 추가하거나 제거, 혹은 사이트에 적용 하는 부분을 담

당하는 메뉴 입니다.

메뉴: 사이트 구성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주는 메뉴를 생성

하거나 삭제, 조절 하는 메뉴 입니다.

About Customizr: 유료 레이아웃을 구매하는 곳과 연결되는 메뉴

입니다.

편집기: 사용자가 직접 인코딩 하여 사이트의 구성을 변경하는 메

뉴 입니다.

플러그인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플러그인: 사이트에 설치된 플러그인의 목록과 플러그인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할수 있는 메뉴 입니다.

플러그인 추가하기: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설치할 경우 이메뉴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편집기: 사용자가 직접 플러그인의 소스를 인코딩하여 변경을 할수

있는 메뉴 입니다.

사용자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사이트에 가입된 모든 계정을 확인 가능하며 권한 설

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추가하기: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등록합니다.

당신의 프로필: 관리자의 프로필을 수정 가능합니다.



도구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도구: 브라우저에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를 링크하여 사용하데 사용 하게 됩니다.

가져오기: 다른 시스템에 잇는 글과 댓글이 잇는 경우 이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WordPress의 현재 내용을 백업하는데 사용합니다.

설정 메뉴의 경우 소 메뉴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이트의 일반 적인 설정을 하며 주요 내용은 사이트 제목,

시간대, 사이트 주소등을 설정 하는 부분입니다.

쓰기: 게시글을 작성 할시 표시 방식을 설정하며 이메일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기: 사이트에 표시될 글의 수, 전면 페이지 설정, 검색 엔진 접근

여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토론: 사이트 접근자가 댓글을 입력하거나 게시글이 링크가 걸리는

경우 알려주는 기능 입니다.

미디어: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이미지를 추가할 경우 이미지의 크기

를 조정 하는 부분 입니다.

고유 주소: 사이트에 접근할때 페이지의 url을 어떤한 방식으로 지

정할지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3. Spam112.net 에서 도메인 구입하기

3-1 도메인 구조

www.cloudv.co.kr 예로 하게 되면

kr은 1단계, co는 2단계, cloudv는 3단계, www는 4단계 입니다.

1단계는 최상위 도메인을 표시합니다. (kr, jp, us....)

2단계는 해당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을 표시 합니다. (co, org, ac, or, go )

3단계는 기관, 업체, 개인등 자신의 원하는 이름을 등록하게 됩니다.

4단계는 도메인 운영에 활용하도록 자유롭게 부여 가능합니다. (ftp, mail....)

3-2 도메인 구입하기

Spam112.net 으로 접속 합니다.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 서버 신청시 신청한 ID와 패스워드로 로그

인 하시면 되십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빨간 체크 박스의 도메인을 클릭 합니다.

http://www.smileserv.kr/


아래의 화면에 빨간 체크박스 부분에 사용할 도메인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

니다.

※ 메뉴얼에서는 testdomain.co.kr 을 검색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 검색한 testdomain.co.kr 은 이미 다른 곳에서 등록하여 사용중이므로 등

록 할 수 없습니다.

화면 설명



1. 검색한 도메인 중 사용가능한 도메인을 표시하여 주는 곳입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testdomain.kr 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2. 도메인 등록 기간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1~10년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등록한 기간만큼 도메인의 소유권을 획득 합니

다.

3. 검색한 도메인 이름 중 이미 등록이 되어 사용 할 수 없는 도메인을 표시

하 여 주는 부분입니다.

4. 검색한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기를 클릭 합니다.

그 후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도메인 구입이 완료 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