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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anagement  System    Wordpress® 
 

워드프레스는 CMS(컨텐츠관리시스템)의 대표적 주자이고 사실 블로그나 게시판같이 

글을 올리기 위한 간단한 게시판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에 불과하지만, 프로그램의 코어가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인데다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는 덕에 전자상거래 모듈인 우커머스를 비롯한 

자신보다 덩치가 큰 모듈( Plug in )들을 갖다가 붙여도 사용하기 편한 오픈 소스형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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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를 보여주고 또한 워드프레스 뉴스등 관리자 모드 

• Posts : 블로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포스트(글)를 작성하고, 작성된 포스트들을 

검색하고 수정, 삭제하는 기능들을 제공. 카테고리 및 테그를 만들고 관리. 

• Media : 이미지, 문서 화일(PDF등), 동영상, 음성화일등을 업로드하고 관리. 

• Pages : 페이지를 만들고 검색,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뉴. 

• Comments : 코멘트를 조회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주는 기능을 가진 메뉴. 

• Appearance : 웹사이트를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메뉴.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들이 있습니다. 

o Theme : 디자인테마를 선택(무료 디지인테마에 한함)하고 설치하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워드프레스 디자인테마 설치방법 (무료/유료)을 참조하세요. 

o Customize : 웹사이트 디자인관련된 설정을 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o Widget : 웹사이트 컨텐츠를 모아놓은 작은 단위입니다. 향후 Sidebar등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웹사이트안에 또다른 기능의 사이트. 

o Menu : 상단의 메인메뉴, footer메뉴등 메뉴를 만들고 원하는 위치에 적용 

시켜주는 기능들을 제공. 메인버튼 관리. 

o Header : 웹페이지의 상단부분(메인메뉴를 포함)을 꾸며주는 기능들을 제공. 

o Background : 웹사이트의 배경색 혹은 배경 이미지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o Editor : 디자인테마안에서 허용된 화일들에 한해서 소스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Function.php 라는 화일에 간단한 Snippet(php 

코드 블록)을 입력해서 간단한 커스터마이징등을 하기도 합니다. ( 소스코드 

수정은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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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gins :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의 기능을 확장해줍니다. 쇼핑몰로 많이 알려진 

우커머스(WooCommerce)의 경우도 플러그인의 하나입니다. 무료플러그인의 경우는 

여기서 직접 설치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유료 플러그인의 경우는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 화일을 여기에서 업로드해서 설치 합니다. 

• Users : 워드프레스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Tools : 유용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대표적인 도구는 ‘Import’ 와 

‘Export’입니다. 워드프레스의 컨텐츠를 불러들이거나 외부에 보내기 위해서 .xml 

화일을 만들어 줍니다. 

• Settings : 워드프레스의 필수적인 설정들을 하는곳입니다. 자세한 ***  

   ○ General(일반설정): 웹사이트 제목, 언어선택등 일반적인 웹사이트 설정을 

지원합니다 

   ○ Writing(쓰기설정): 기본 포스트 카테고리, 이메일관련 설정등을 지원합니다. 

   ○ Reading(읽기설정):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설정, 검색엔진 노출여부등의 

설정을 지원합니다. 

   ○ Discussion(토론설정): 사용자 댓글관련 설정을 지원합니다. 

   ○ Media(미디어설정): 화일 업로드관련 설정을 지원합니다. 

   ○ Permalink(고유주소설정): 웹사이트의 페이지와 포스트등의 URL구조 설정을 

지원합니다. 

***내용은 워드프레스 설치 후 가장 먼저해야 할 기본 Set up 를 참조하세요. 

 User role 

• Administrator (관리자) – 단일 사이트 내의 모든 관리 기능에 접근 가능 
• Editor (편집자) – 글(다른 사용자 글 포함)을 게시/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 Author (글쓴이) – 자신의 글을 게시/관리할 수 있음 
• Contributor (기여자) – 자신의 글을 작성/관리할 수 있지만 게시는 할 수 없음 
• Subscriber (구독자) – 가장 하위 단계의 회원 등급으로 자신의 프로필만 관리 가능. 
보통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 등급의 사용자 역할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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