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MALL 디자인 변경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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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penMALL 구조설명
오픈몰의 구조는 크게 page, part_skin, program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page를 살펴보면 page에는 html의 뼈대를 작업하는 tpl과 그곳에 스타일을 주는 css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보관하는 img와 페이지에 사용되는 스크립트를 모아 놓은 script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page 안의 tpl, css, img, script는 OpenMALL에 세분화 되어 있는 program에 맞춰 세분되어져 있는 분류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파일별 경로에 맞춰 작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파일 경로는 community, general, include, member, mypage, popup, preview, shop, userpage 로 나뉘어 지는데, 각
각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mmunity
general
include
member
mypage

게시판에 대한 것들
예) 게시판 글쓰기, 보기, 답글, 비밀번호확인, 수정, 메인, 삭제, 닫기
일반적인 내용들
예) 메인페이지, 자주하는질문, 공지사항, 이용약관, 회사소개, 고객센터,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불러오는 것들
예) 하단템플릿, 레이아웃, 좌측템플릿, 우측템플릿, 상단템플릿
회원에 관련한 것들
예) 로그인, 아이디 및 비번찾기, 아이디 및 비번확인, 이용약관, 개인 및 기업 회원가입
회원별 개인 페이지에 대한 것들
예) 내정보관리, 문의내역, 쿠폰, 포인트, 적립금, 찜목록, 교환내역, 취소/반품/교환내역, 주문/배송현황
팝업만 모아 놓은 페이지

popup
preview
shop
userpage

예) 할인적용가, 상품후기, 무이자할부적용카드, 현금영수증, 쿠폰다운로드, 이미지확대보기, 쿠폰조회 및 적용,
주문취소, 반품신청, 교환신청, 상품Q&A,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인쇄
미리보기들
예) 미리보기, 쿠폰 미리보기, 상품상세보기 미리보기, 상품진열 미리보기, 팝업 미리보기
상품 관련한 것들
예) 장바구니, 결제하기, 상품상세보기, 상품리스트, 주문하기, 주문완료, 상품검색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페이지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분류별 페이지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하실 때 이름을 변경하여 작업하시면 돌아가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general

include

shop_community_close_main

자유게시판 비공개 창을 띄우는 페이지

shop_community_delete_main

자유게시판 글 삭제하는 페이지

shop_community_main

자유게시판 리스트 보여주는 페이지

shop_community_modify_main

자유게시판 글 수정 페이지

shop_community_password_main

자유게시판 글 비밀번호 확인하는 페이지

shop_community_reply_main

자유게시판 답글 다는 페이지

shop_community_view_main

자유게시판 글보기 페이지

shop_community_write_main

자유게시판 글쓰기 페이지

faq_view_main

자주하는 질문 view 페이지

main

홈페이지 메인 index 페이지

notice_view_main

공지사항 view 페이지

shop_agreement_main

이용약관 페이지

shop_company_intro_main

회사소개 페이지

shop_custom_center_main

고객센테 페이지

shop_custom_faq_main

자주하는 질문 리스트 페이지

shop_custom_mantoman_main

1:1 고객상담 페이지

shop_custom_notice_main

공지사항 리스트 페이지

shop_custom_secede_main

탈퇴 페이지

shop_security_main

개인정보취급방침 페이지

shop_sitemap_main

사이트맵 페이지

bottom

홈페이지 하단 템플릿 페이지

dummy

템플릿 미 선택시 에러 방지를 위한 템플릿 페이지

layout

홈페이지 전체적인 틀을 잡는 페이지

left

홈페이지 좌측 템플릿 페이지

right

홈페이지 우측 템플릿 페이지

top

홈페이지 상단 템플릿 페이지

member

mypage

popup

shop_19login

성인인증 로그인

shop_idconfirm_main

아이디 확인 페이지

shop_idfind_main

아이디 찾기 페이지

shop_login_main

로그인 페이지

shop_member_end_main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

shop_member_out_main

회원탈퇴 완료 페이지

shop_member_promise_main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 페이지

shop_member_regist_company_main

기업 회원 가입 페이지

shop_member_regist_finish_main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

shop_member_regist_personal_main

개인 회원 가입 페이지

shop_order_login_main

주문 로그인 페이지

shop_order_login_search_main

주문배송조회 페이지

shop_passconfirm_main

비밀번호 확인 페이지

shop_passfind_main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tax_popup

세금계산서 신청 페이지

taxbill_print

세금계산서 인쇄 페이지

mypage_cancel_main

마이페이지 취소 목록 페이지

mypage_cashbag_main

마이페이지 적립금 목록 페이지

mypage_coupon_main

마이페이지 쿠폰 목록 페이지

mypage_info_main

마이페이지 내정보관리 목록 페이지

mypage_memberout_main

마이페이지 회원탈퇴 양식 페이지

mypage_order_list_main

마이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mypage_order_list_view_main

마이페이지 주문상세보기 페이지

mypage_point_main

마이페이지 포인트 적립/사용 목록 페이지

mypage_qna_main

마이페이지 문의내역 페이지

mypage_tab

마이페이지 상단 탭메뉴 버튼 페이지

mypage_wish_main

마이페이지 찜목록 페이지

account_popup

할인 적용가 계산하기 팝업 페이지

afternote_popup

상품후기 팝업 페이지

card_popup

무이자 할부 적용카드 팝업 페이지

cash_popup

현금영수증 신청 팝업 페이지

coupon_popup

쿠폰 다운로드 팝업 페이지

coupon_popup_auto

쿠폰 다운로드 자동 팝업 페이지

detail_view

이미지 확대 보기 팝업 페이지

order_coupon

쿠폰조회 및 적용 팝업 페이지

order_popup_1

주문취소신청 팝업 페이지

order_popup_2

반품신청 팝업 페이지

order_popup_3

교환신청 팝업 페이지

qna_popup

상품Q&A 팝업 페이지

tax_popup

세금계산서 신청 팝업 페이지

taxbill_print

세금계산서 인쇄 팝업 페이지

preview

shop

preview

미리보기 페이지

preview_layout_coupon

쿠폰 미리보기 페이지

preview_layout_goods_detail_display

상품 상세보기 미리보기 페이지

preview_layout_goods_display

상품 미리보기 페이지

preview_layout_popup

팝업 미리보기 페이지

shop_cart_main

장바구니 페이지

shop_cast_main

결제하기 페이지

shop_cast_process_main

결제하기 진행중 페이지

shop_item_detail_main

상품상세보기 페이지

shop_item_list_main

상품 리스트 페이지

shop_order_finish_main

주문완료 페이지

shop_order_main

주문하기 페이지

shop_search_detail_main

상품검색 페이지

shop_sub_cate

상품 카테고리 소분류 부분

하지만 위에 언급한 페이지만을 작업한다고 해서 홈페이지의 스킨을 모두 변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페이지를 변경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페이지별로 Templete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작업은 페이지 별로 찍혀있는 템플릿의 경로를 확인하고 찾아 들어가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 해야 합니다.
(tpl 파일의 주석처리로 templete의 tpl 및 css가 상대경로로 잘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것을 절대경로 표시로 자세히 정리해논 치환코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part_skin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art_skin의 하위 폴더들의 사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곳에 알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board

자유게시판 리스트, 수정, 비번확인, 답글, 보기, 쓰기 페이지 부분

board_extract 게시판 추출 부분 자주하는질문(FAQ) 와 공지사항(NOTICE) 부분 추출하는 페이지 부분
board_faq

자주하는 질문(FAQ) 리스트, 버번확인, 보기, 쓰기 페이지 부분

board_notice

공지사항(NOTICE) 리스트, 수정, 비번확인, 답글, 보기, 쓰기 페이지 부분

bottom_menu

하단템플릿의 메뉴 부분

coupon

쿠폰 페이지 부분

gallery

갤러리 리스트, 수정, 비번확인, 답글, 보기, 쓰기 페이지 부분

gallery_extract 갤러리 추출 부분
goods_display

상품진열의 추출페이지 부분과 리스트페이지 부분

goodsqna_list

상품문의에 대한 리스트 부분

left_menu
mail
popup

좌측템플릿의 카테고리 리스트 부분
문의답변, 주문완료, 회원가입 감사메일, 회원탈퇴 처리완료, 주문취소, 임시 비밀번호 발급, 입금확인, 상품
배송 메일부분
팝업 페이지 부분

postscript_list 상품평에 대한 리스트 부분
sms
top_menu

문의답변, 주문완료, 회원가입 감사메일, 회원탈퇴 처리완료, 주문취소, 임시 비밀번호 발급, 입금확인, 상품
배송 sms부분
상단템플릿 메뉴 부분

②OpenMALL 페이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설명
위에 설명을 끝으로 구조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담에 이제 변경을 시작 하자면 템플릿에 대한 치환코드 정리
된 부분을 잘 참고 하면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경하고 싶은 신 페이지를 엽니다. 그 페이지의 변경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를 켜서 그 페이지를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tpl 파일과 css 파일이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페이지를 변경하시려면 변경하고 싶은 파일의 tpl 파일과 css파일
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화면인 메인 페이지를 변경하신다고 했을때 메인 페이지명이 main이므로..
기본적으로 변경을 위해 파일을 열게 되시면, main은 general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파일이므로 page안의 세경
로인 tpl, css, img 중에 tpl 안에 general의 main.tpl 파일을 엽니다.

또, 그 파일을 여는 동시에 css안에 general의 main.css를 엽니다.

또한, img파일의 경로를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째로 넣을 이미지 파일을 작업하
는 경로에 따른 img 경로에 넣습니다.
page안의 세경로 중에 img 안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작업하려는 페이지 general에 변경에 필요한 img를 삽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변경 작업을 시행합니다.
틀을 변경하고 싶으실때는 tpl을 크기나 색 등 디자인적인 요소만을 변경하고 싶으실때는 css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벼운 변경이 아닌 無에서 有를 만드려는 작업을 원하시면.. 아예 첨부터 다시 만드셔도 무관하지만, 페
이지 별로 있는 치환코드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변경하는 페이지별 필요한 치환코드의 위치와 사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신 후, 디자인 작업이 끝나시구 다시 같은 위
치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말해 주듯이 각 페이지별 id와 class만 잘파악하셔도 tpl과 css의 연관성을 알게 되
고, 그렇게 되면 쉽게 쉽게 css의 변경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페이지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페이지의 변경 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도 언급하였듯이 한 페이지에서도 여러가지 추출을 할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변경을 원하실 때는
치환코드표를 잘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들어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의 tpl, css 파일을 열고 보면 알수 있듯이 여러 가지 부분을 templete을 통해서 찍어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소스를 자세히 보자면.. 메인상단 부분의 이미지가 끝나고 나면 상품진열 및 공지사항, FAQ, 겔러리 추출 템플릿
이 등장!! 합니다.

위에서 보여준 메인화면을 보게 되면 이미지들 다음으로 오는 'Best Item 상품진열'을 볼 수 있는데 위 소스로 보자
면 블록처리한 부분인 {#메인진열1}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템플릿의 작업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치환코드표'를 보게 되면..
{#메인진열1}의 tpl은 /public_html/_skin/love_song/part_skin/goods_display/extract/default/default.tpl
{#메인진열1}의 css는 /public_html/_skin/love_song/part_skin/goods_display/extract/default/default.css 경로
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로 대로 형성된 구조에 따라 이 곳에 메인페이지 상품진열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곳 역시 구조적인 부분은 tpl에 스타일적인 부분은 css에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 곳에서도 다시 갈아 엎어서
작업하고 싶으시면, tpl에 찍혀있는 치환코드에만 유의 하셔서 다시 작업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적용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이상이 올 수 있
습니다.
변경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디자인 변경시 주의할 사항>
1. 파일의 경로와 이름은 기존에 setting되어진 경로와 이름을 따라야 합니다.
2. 기존에 있는 파일의 일부를 고칠때에는 tpl파일의 id와 class를 파악하시고, css에 스타일을 주실때 겹치지 않도록
선언해야 합니다.
3. 기존에 있는 파일의 일부가 아닌 새로 작성시에는 여러부분에 더 신경써서 작업 해야한다.
3-1. 선언되어진 templete({?}, {@}, {/}, {name})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3-2. form, input, span, button 등등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삽입되어진 부분에 대해 신경써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변경시 주의할 사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깐 어떻게 디자인 뿐아니라,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져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③OpenMALL 페이지 OOO만으로 쉽게 쉽게~ (이미지, CSS, 템플릿)
Ⅰ.
Ⅱ.
Ⅲ.
Ⅳ.

이미지 만으로 쉽게 쉽게~
CSS로 이미지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산뜻하게~
이미지,CSS로도 2%부족하다 템플릿 변경으로 나만의 스타일 창출~
이것도 나에겐 목마르다.. 디자인 업체여 내 손을 잡어주오~

오픈몰에 장점은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제공되는 디자인의 변경이 용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img(이미지)와
css(스타일시트)만의 변경으로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게 제작되어져 있다.

Ⅰ. 이미지 만으로 쉽게 쉽게~
첫째로 먼저, 이미지 변경으로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된 ㉠이미지 크기와 ㉡이미지 명이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싶은 곳에 ㉠이미지 크기와 ㉡이미지 명을 따라 포토샾을 통해서 작업한 이미지를 알맞은 ㉢이미지 경로
에 맞춰 업로드 해주면 되는 형식이다.
이때, 꼭 맞춰 줘야 하는 부분을 다시 언급하자면,
<이미지 만으로 변경시 주의할 사항>
이미지로 변경 할때 이 세가지 사항에 준 하여 변경해야만 원하시는 디자인 변경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ⅰ. 기본적으로 제공된 페이지의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ⅱ. 관리자 페이지 디자인관리>개별페이지편집 에 들어가서 변경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클릭하여 이미지 정보 파악

▲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 아래의 세가지 정보를 파악한 후 포토샾을 통해 작업하여 올리면 된다.
㉠이미지 크기,
㉡이미지 명,
㉢이미지 경로
파일을 업로드 할 때에는 관리자 페이지의 '내파일관리' 를 클릭하여 알맞은 위치에 업로드 해 주면 된다.

쉽게쉽게~ 이미지 변경을 끝내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시작이 반이듯 내 홈피 쉽게 쉽게~ 변경을 반정도 성공하신 것입니다.

Ⅱ. CSS로 이미지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산뜻하게~
둘째로 CSS의 변경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CSS변경을 할때는 두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 ㉠ID ㉡CLASS
CSS의 변경 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에 진미를 알기 위해선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것은 마크업과 CSS로 나뉩니다.

그 두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ID, CLASS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업과 CSS에 표현된 ID와 CLASS를 잘 파악하여 스타일을 줘야 합니다.
그럼 ID와 CLASS를 이용하여 변경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언급해보면,
<CSS로 변경시 주의할 사항>
1. id와 class를 선언할 때는 미리 선언된 다른 id와 class와 같아서는 안되며, 가능하면 차이를 두어 식별하기 좋게 한
다.
2.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CSS에는 class를 선언하며, 단독적으로 쓰이는 CSS에는 id를 선언한다.
3. 각 페이지 별로 사용하는 id와 class임을 알 수 있도록 id와 class명 앞에 페이지 구별을 할 수 있는 문자나 숫자를 넣
는 것이 좋다.
CSS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리스트들의 배경색 밑 테두리선 등등 이미지가 채우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까지 변경하셨으면 당신도 프로?!입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템
플릿의 변경으로 가봅시다.
템플릿을 변경할 시 CSS의 변경도 따르기 때문에 다음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없다면 진정한 프로가 된 나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다음단계로 가볼까요?!

Ⅲ. 이미지,CSS로도 2%부족하다 템플릿 변경으로 나만의 스타일 창출~

셋째로 템플릿의 변경으로 홈페이지를 나만의 스타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처럼 자기가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추출 위치를 자유자재로 변경함으로써 기본적인 홈페이지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
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메인에 추출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단에 뿌려지는 이미지들을 제외하면 모두 추출을 통해 가져오는 것들
인데 인기상품의 스타일과 신상품, 베스트상품의 스타일과 FAQ와 NOTICE 부분의 스타일 등등 여러가지 추출 스타
일이 오는데 이것의 순서나 위치만 바꿔도 정말 다른 느낌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템플릿 변경시 주의할 사항>
1. 이것이 어떠한 템플릿을 나타내는지 내가 나타내고 싶은 템플릿이 무언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치환코드표를 통해
서..)
2. 템플릿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으면 템플릿의 변경하고 싶은 위치로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템플릿을 바꿨을때 처음 위치에 알맞는 폭(WIDTH)이나 높이(HEIGHT)가 아닐경우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깨지
거나 틀어질 수 있다.
(이때는 우리가 했던 두번째 변경처럼 변경하고 하는 부분의 CSS를 수정해 가며 알맞게 틀을 형성해 가면된다.)

템플릿 변경까지 해보셨다면 정말 바꾸실 수 있는 변경을 다 해보셨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도 내 홈페이지에 대한 변화에 만족을 못하신다면!! 이제는 한번 디자인 업체를 믿어보는 방법밖에 남
지 않은것 같네요~ㅋ

Ⅳ. 이것도 나에겐 목마르다.. 디자인 업체여 내 손을 잡어주오~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작업은 이미지변경, CSS변경, 템플릿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이정도면 디자인 업체가 하는 작업과 별반 다를것은 없지만, 내가 만드는 것보다 쫌더 내 의도를 디자인에 반영시킬 수 있
게 하려면 디자인 업체와 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디자인 업체에게 고객님이 원하는 시안을 보내 보는 작업에 대해 말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디자인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작업이 진행될 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알고 제작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디자인 하청업체에 맡길시 주의할 사항>
1. 지금은 프로그램쪽의 부분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작하시게 되
면, 작동하게 하실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고객님께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더라도 처음제작된 id값이나 name값이 다르게 되버리면 작동되지
않으므로, 그점에 유의해서 기본적으로 있던 templete, form, input, span, button 등등에 주의해서 작업하도록 요청해
야 하며, 부분적인 디자인을 요청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변경 쉽게쉽게~' 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생소함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조금씩 조금
씩 하시다보면 언제가는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의 달인으로 TV에 나오시게 되는 날이 오실지 모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여러
분 성공을 부릅니다. 지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옆에 언제나 블루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