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디자인관리 
1) 메인디자인설정  ( 디자인관리 > 메인디자인 ) 

가) 메인 스킨 설정 

 

 
< 메인디자인 스킨 화면 > 

- 만물상골드 스킨 기능에는 default로 지원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상단 

이미지와 메인 이미지 그리고 신상품, 추천상품, 히트상품 등의 이미지 바와 바탕색 및 레

이아웃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스킨을 선택하십시오' 부분의 옆에 select box에서 원하

시는 스킨을 선택 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스킨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 메인디자인 스킨 변경화면 > 

 

-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스킨 이외에 원하는 이미지를 올리셔서 메인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상태를 유저스킨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메인디자인 스킨 추가 저장하기 화면 > 

- 사용자스킨(유저스킨) : '현재 상태를 스킨으로 저장합니다.'의 text field 부분에 영문 이

름을 기입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기입하신 이름으로 변경된 메인 페이지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된 메인 페이지는 '스킨을 선택하십시오.'의 select box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다양한 스킨 생성이 가능하게 되어 언제라도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는 기본스킨만을 제공하며 추후에 스킨을 추가 하거나 수정하여 사용자스킨을 등

록 하실수 있습니다. 

 

나) 쇼핑몰상단로고 

: 쇼핑몰 메인페이지 상단의 로고이미지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있습니다. 

로고이미지로는 일반적인 gif , jpeg, jpg 등의 파일 외에도 플래쉬파일(.swf)도 <찾아보기>

기능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메인페이지 상단 로고 등록 화면 > 

 

다) 쇼핑몰하단 – 카피라이트부분 

- 쇼핑몰 하단의 로고 및 쇼핑몰운영자에 대한 정보인 카피라이트부분에 대하여 

등록 또는 수정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 하단의 카피라이트부분은 의무적 표기사항인 사업자정보와 연락처 

등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출력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

다. 



 
      < 하단 카피라이트부분 등록관리 화면 > 

 

 
      < 쇼핑몰 하단 카피라이트 출력 화면 > 

 

라) 메인 중앙부분 

: 메인페이지 중앙부분의 큰 배너이미지부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직접 이미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출력시키기 위하여는 이미지등록부분 하단에 위치한 

<html> 소스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gif, jpeg, jpg 이미지 외에도 플래쉬(swf)파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메인페이지 중앙배너이미지 출력 화면 > 



 
< 메인페이지 중앙배너이미지 등록 화면 > 

 

마) 메인 좌측 및 우측 배너 

: 메인페이지 좌측 영역에 세로로 길게 차례로 출력되는 형태의 배너이미지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출력

하기 위한 html소스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좌측 및 우측 모두 4개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메인페이지 좌측 및 우측 배너 등록관리 화면 > 



 
< 메인페이지 좌측 및 우측 배너 출력화면 > 

 

2) 출력상품이미지관련설정 

가) 카테고리 메뉴 출력형식 설정 

: 대카테고리(1차분류)에 대하여는 텍스트로 카테고리명을 등록하는 외에 이미지(gif, jpg) 

및 플래쉬(swf)파일로도 등록하도록하여 쇼핑몰상에서 직접 이미지로 출력시켜 좀 더 다

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파일로 등록시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와 내렸을 때의 2가지파일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각각 텍스트 , 이미지 , 플래쉬 등에 대해 그 출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명 형식별 출력예시 화면 > 



 
     < 카테고리명 파일형식 및 출력방식 설정 화면 > 

 

나) 메인페이지 상품리스트 형식 설정 

: 메인페이지에 출력되는 상품리스트에 대하여 각각 가로에 상품출력되는 개수 및 세로

로 출력되는 상품의 줄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인 좌측 메뉴리스트 하단에서 출력되는 HOT ITEM 상품리스트에 대해서는 한줄

에 3개의 상품이 출력되는 것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설정되는 값은 세로 줄 수를 의미한

다.   아래는 각각 설정된 상품리스트별 출력화면을 보여준다. 



 
           < 메인페이지 각 상품별 출력위치 화면 > 

 

다) 공동구매 및 경매기능 출력여부 설정 

: 공동구매 및 경매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최상단우측에 공동구매, 경매페이지로 연결을 

위한 각각의 메뉴가 출력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출력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공동구매 및 경매 메뉴버튼 출력금지 설정 및 출력화면 >  

라) 오늘 본 상품기능 출력여부 설정 

: 메인 우측에 위치하는 <오늘 본 상품>은 고객이 상품상세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에 <



오늘 본 상품>리스트에 출력된다. 

: 오늘 본 상품 기능에는 <즐겨찾기 추가기능>, < 상세설명페이지에 접속한 상품리스트 

기능> 장바구니에 담겨진 상품종류별 개수, 주문을 위한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의 총합계

금액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능은 아래와 같이 그 출력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본 상품기능 출력 화면 > 

 

 

3) 쇼핑몰배너관리 

가) 쇼핑몰상에서의 배너이미지의 필요성 

: 쇼핑몰의 메인페이지 등에서 기본적인 메뉴나 상품카테고리메뉴 등 외에 특별히 고객

에게 부각시켜 홍보효과를 내게하거나, 중요한 상품이나 정보페이지에 대해 편리하고 신

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쇼핑몰상의 배너이미지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상골드 쇼핑몰의 메인페이지 상에서 출력될 수 있는 배너이미지의 위치나 사

이즈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각종 배너이미지들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나) 메인페이지 배너별 출력 위치확인 

: 아래는 만물상골드쇼핑몰의 메인페이지에서 출력될 수 있는 배너들의 출력위치를 보여

줍니다. 



 
    < 메인페이지 각종 배너별 위치 및 배너 등록 사항 > 

 

다) 배너 등록 

: 메인페이지 등에 출력될 수 있는 배너이미지에 대해 등록하는 항목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ㄱ. 배너 종류선택 

: 배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력시키는 방법에 따라 총 3가지의 다음과 같은 방식

이 있습니다. (그림 내①) 

- 배너 : 일반적인 배너방식으로 배너이미지 및 링크주소 등을 등록하여  

 일정한 공간에 배너이미지를 출력시켜 이용하는 방식임. 

- 상품출력 : 이는 배너이미지 + 상품리스트를 함께 일정한 공간에 출력시키는 

방식으로 배너등록 시에는 < 타이틀배너이미지 등록 + 상품리스트를 선택 

설정하는 방식 > 으로 처리한다. 상기한 메인페이지 배너별 위치상에서는 4

번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 위치고정 : 이는 배너이용방식에서 고급사용자를 위한 방식으로서, 위의 배너

나 상품출력방식이 미리 출력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일단 배너이

미지 등을 등록한 후에 해당 배너이미지의 출력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별도

로 소스파일 등에서 수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형태와 다양한 출력위치를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스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급사용자에

게 추천함 ) 

 
ㄴ. 출력우선도설정 

: 동일한 영역에 출력되는 동일한 성격의 배너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설정된출력우

선도에 따라 그 출력순서가 정해집니다.(그림 내 ②) 

: 설정되는 출력우선도는 1~1000까지 설정되며, 숫자가 클수록 앞순위로 출력됩니

다. 

ㄷ. 배너이름설정 

: 배너리스트에서 해당 배너를 쉽게 구별하고,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배너이름을 

기입합니다. (그림 내 ③) 

ㄹ. 배너출력위치설정 

: 등록되는 배너가 메인페이지 내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배너의출력위

치를 설정하면 됩니다.(그림 내 ④) 

: 설정되는 출력위치의 종류는 메인상단, 메인배너우측, 메인배너하단, 메인하단, 그

리고 좌측메뉴로 총 5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출력위치는 <그림 메인페이지 각종 

배너별 위치 및 배너 등록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ㅁ. 배너 줄위치 설정 

: 동일한 배너종류이면서 그 출력위치가 동일할 경우에는 각각 등록한 배너에 대하

여 1번째줄, 2번째줄 등 각각의 줄 순서를 매겨놓으면 동일한 종류의 배너라도 줄 

순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그림 내 ⑤). 

결국, 동일한 배너의 출력순서의 기준은 

첫째, 줄 위치 순서  둘째, 출력우선도의 크기에 따라 출력순서가 결정된다.  

출력우선도로서 순서를 매기는 것은 동일한 줄 순서인 배너들끼리 출력순서를 결정

하는 2차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ㅂ. 배너이미지 등록 

: 메인페이지에 출력될 배너이미지를 <찾아보기>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또



한 그 배너를 클릭했을 때에 연결될 링크주소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림 내 

⑥) 

: 위와 같은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식 외에도 html태그를 이용하여 한번에 많은 이미

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한 동일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링크를 걸 

수 있는 이미지맵 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html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그림 내 

⑦) 

라) 등록된 배너이미지관리 

: 등록된 배너라고 하여 모두 메인페이지에 무조건 출력되는 것은 아니며, 배너리스트페

이지에서 출력/비출력 설정에 따라 메인페이지에서의 배너로서 출력이 결정되는 것입니

다. 

 

 
< 등록된 배너리스트 화면 > 

                또한 배너의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등록된 배너에 대해 그 출력위치별로 편리

하게 검색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지업로드관리 

 
가) FTP를 이용하지 않는 쇼핑몰이미지 관리기능 

- FTP를 이용하지 않아도 관리자모드 상에서 자유롭게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입니

다. 찾아보기 형식으로 경로가 필요한 이미지를 내 컴퓨터를 통해 찾아본 후 해당 파일을 업로

드 합니다.(그림①) 파일을 업로드 하면 아래의 리스트에서 이미지와 이름, 등록일, 파일크기, 링

크경로 등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 등록된 이미지 검색하기 

  : 등록된 이미지가 많을 경우에는 필요한 해당 이미지파일을 파일명으로 검색하여(그림②) 확

인하거나, 새로운 이미지파일로 교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업로드된 이미지의 활용방법 

- 팝업창 및 카테고리별 디자인 및 상품상세보기페이지, 그리고 게시판의 내용 등을 제작할 때 



해당 이미지경로에 업로드된 파일리스트에서 출력되어지는 그 이미지 경로(그림③)를 그대로 복

사하여 붙여넣기만 하시면 FTP서버접속을 하는 불편함이 없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품이미지 출력사이즈 설정 

- 상품이미지의 크기를 작은 이미지와 중간 이미지, 큰 이미지의 사이즈로 분류하여 해당 상

품이미지의 크기를 직접 조정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ㄱ. 상품 작은이미지사이즈의 경우 

: 메인에 출력되는 상품리스트의 이미지사이즈와 상품카테고리 리스트 페이지의 상품이

미지사이즈는 모두 작은이미지사이즈에 해당합니다. 

권장 사이즈는 165X165 픽셀이지만, 한줄에 들어가는 상품개수에 맞추어 원하시는 사

이즈로 설정하여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ㄴ. 상품 중간이미지사이즈의 경우 

: 상품 상세보기페이지에서의 상품사진이 바로 상품중간이미지사이즈의 것입니다. 

 권장 사이즈는 250X250 픽셀이지만, 취급하는 상품의 이미지에 따라, 가로 350픽셀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설정하여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ㄷ. 상품 큰 이미지사이즈의 경우 

: 상품 큰 이미지사이즈의 경우는 상품 <추가사진보기> 페이지에 출력되는 확대이미지

에 이용되는 것으로, 설정되는 확대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확대보기 팝업창과 이미지의 

사이즈가 설정되어 출력됩니다. 

 
   < 메인디자인관리에서의 이미지 사이즈 설정 화면 > 

 

 



< 각종 상품이미지 사이즈별 출력화면 > 

 

6) 카테고리별 페이지디자인 

가) 카테고리별 페이지 ( 2가지 모드) 

: 설정된 상품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일반적으로 상품들이 진열된 리스트페이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이러한 페이지에 대해 다른 페이지와 차별화된 페이지의 형식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카테고리별 페이지 디자인기능>입니다. 

이러한 카테고리페이지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모드형식이 주어집니다. 

즉, 페이지에서 상품리스트가 출력되는 형식인 < 상품출력용 모드>와  페이지에서 상품이 

출력되지 않고 페이지 전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 디자인전용모드>가 있습니

다.  특히 <디자인전용모드>의 경우에는 각 카테고리별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텍스트, html 소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전체를 디자인하여 출력시킬 수도 있어  완전 차별

화된 페이지로의 응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 카테고리디자인 - 2가지 모드전환 설정 화면 >  

나) 상품출력용 모드의 경우 

: 상품출력용 모드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리스트가 출력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출력방식이나 카테고리출력방식을 지정하거나 기타 상단의 카테고리별 배너이미지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카테고리별디자인 – 상품출력용 모드의 경우 > 

ㄱ. 배너이미지를 등록(⑵)  

: 카테고리별 디자인페이지에서 배너이미지를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미지

를 등록하면, 쇼핑몰 해당 카테고리 페이지 상단에 가로로 길게 등록된 배너가 출

력되며,  또한 이를 이미지등록 대신 html 태그소스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

며, 이 경우에는 태그소스의 형식을 <table> ~ </table>의 형식으로 등록하시기 바



랍니다.(그림③) 

 
       < 등록된 카테고리 배너이미지 출력 위치 > 

  

ㄴ. 상품출력 방식 지정 

: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리스트에서의 상품출력방식을 지정하는 것으로 가로는 한줄에 

들어갈 상품출력개수를 의미하며, 세로의 의미는 한페이지에서 출력될 상품리스트의 

줄 수를 의미합니다. 설정은 자유롭지만, 전체 페이지내의 상품배열이 흐트러지지 않

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림④) 



 
ㄷ. 카테고리 숨기기 설정 

: 카테고리 등록을 하면 쇼핑몰상에서 자동으로 출력되게 되지만, <카테고리 숨기기>

로 설정하여 두면 메인페이지 및 서브페이지의 상품 카테고리 리스트에서 그 출력이 

금지되어 보이지 않게되며, 그 카테고리 및 그 하부의 카테고리분류에 속해 있는 제

품에 대하여는 상품검색도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 숨기기 기능은 제품진열준비나 제품들이 일시 품절되었을 경우에 

쇼핑몰에서 출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할 때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디자인전용 모드의 경우 

: 디자인관리 > 카테고리별디자인 메뉴에서 각 카테고리별 관리페이지에서 해당 카테고

리의 출력모드를 <디자인전용 모드>로 그 설정을 전환(그림 ①)하게 되면 쇼핑몰상에서 

본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나오는 페이지에서는 상품리스트의 출력이 금지되며, 다만 카테

고리별 디자인페이지에서 등록한 이미지 또는 html소스에 따른 페이지내용만이 출력됩니

다. 

 



 
   < 카테고리별 디자인 – 디자인모드의 경우 > 

 

ㄱ. 배너이미지 또는 페이지디자인 등록 

: 카테고리별 디자인페이지에서 배너이미지를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그림②), 이렇

게 이미지를 등록하면, 쇼핑몰 해당 카테고리 페이지의 상단메뉴 아래의 출력상품리

스트 대신에 등록된 배너 등이 출력되며,  또한 이를 이미지등록 대신 html 태그소스

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태그소스의 형식을 <table> ~ 

</table>의 형식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그림③) 



 
ㄴ. 카테고리숨기기 기능 

: 카테고리 상품출력용 모드와 같이 디자인모드에서도 <카테고리 숨기기>로 설정하여 

두면 메인페이지 및 서브페이지의 상품 카테고리 리스트에서 그 출력이 금지되어 보

이지 않게되며, 그 카테고리 및 그 하부의 카테고리분류에 속해 있는 제품에 대하여

는 상품검색도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 숨기기 기능은 제품진열준비나 제품들이 일시 품절되었을 경우에 

쇼핑몰에서 출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할 때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팝업창생성 및 디자인 수정 

- 디자인관리 > 메인 팝업창 관리 

- 홈페이지의 새로운 소식이나 이벤트 소식을 새 창으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이벤트 소식 또는 그 외 여러가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정보를 제일 우선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게시판 – 팝업창리스트 화면 > 

- 등록한 팝업창에 대해서는 위의 리스트페이지에서 우측의 <띄우기>에 체크를 한 것만 쇼핑몰

상에서 팝업으로 출력이 됩니다. 체크를 복수로 한다면 한번에 여러 개의 팝업창도 함께 띄울 

수 있습니다. 

- 팝업 등록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팝업등록페이지에서 팝업창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세요---> 라는 구역 안에 팝업의 내용을 등록 / 수정 하시면 됩니다. 

: 팝업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 하여 복수의 팝업을 함께 띄우면서도 고객들에게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쇼핑몰상에서 팝업의 효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8) 메일폼 디자인 생성 및 변경 
아래화면은 회원관리 > 메일관리의 메일 리스트 입니다. 



 
< 새로운 메일생성 / 수정>  등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일폼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며  

이에는 html태그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구성이 가능합니다. 

 

 
< 메일 폼 작성 화면 > 

- 발송하는 메일마다 각기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메일 상단과 하단의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으

며, 또한 메일의 본문 또한 html 등으로 등록하여 디자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9) 게시판 디자인 변경 
: 만물상골드솔루션에서는 게시판에 대해 자유로이 무한으로 생성을 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생성한 게시판들에 대해서 각각 그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성한다면 쇼핑몰 운영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그러한 게시판에 대한 디자인적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aa 

게시판 기능 설정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기본정보 설정 중에 아래와 같이 스타일과 디자인을 취향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십니

다. 

 
 

 

아래의 설정메뉴들로 게시판의 색상과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시판 상단 및 하단에도 이미지를 따로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시물의 제목 길이 , 페이지의 글수, 블록당 페이지 수등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출력 범위를 설정이 가



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