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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주의사항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백업 (반드시!) 

 서버에 있는 수정하기 전의 파일을 반드시 백업하셔야 합니다. 

 파일명 뒤에 날짜를 붙여서 백업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업을 하지 않고 잘못된 파일을 덮어쓰기 하시거나 기존에 있던 파일을 삭제하실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칙 : 파일명.수정한날자.확장자 

 예: 변경전) p07.jpg ▶ 변경후) p07.110221.jpg 

      날짜는 YYMMDD 형태로함. 

 

• 프로그램 & 버전 

 당사에서 작업하는 프로그램과 버전에 맞추어 매뉴얼과 교육이 제공되오니 동일한 프로그램과 버전을 사용하셔야 이해하
기 쉽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버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원본파일 (psd, fla) 

 포토샵(psd), 플래시(fla) 원본파일이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원본파일은 당사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지 않으실 경우 원본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수정하실 수는 있으나 전문가 
수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 서체 라이선스 

 서체 파일은 라이선스 때문에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구입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작업방식 

 한가지 작업에 대해 여러 가지 작업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은 그 중 한가지 방법이오니 다른 방
식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1. 등록할 팝업 이미지 준비 

1. 등록할 팝업 이미지를 준비한다. 

팝업 파일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 메인 화면을 가지리 않게 300px * 400px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 왼쪽 상단에 띄우면 한눈에 들어 옵니다. 

• Jpg, gif 파일로 준비  



2. 관리자모드 접속 

2.관리자 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한다. 

인터넷 주소 창에  
도메인/chnet2/admin/ 를 치시면 
웹 통합 관리시스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팝업 창 관리 페이지 띄우기 

3. 웹 통합 관리시스템 왼쪽 상단의 팝업 창 관리를 클릭한다.  
 



3. 팝업 창 관리 페이지 띄우기 

3-2. 등록을 클릭한다. 



3. 팝업 창 관리 페이지 띄우기 

3-3. 팝업 창 등록 방법은 팝업 창 001_팝업창_등록.pptx 를 확인해주세요 .  



4. 레이어 팝업 

4. 레이어 팝업으로 선택항목을 ‘YES’로 설정해 준다. 

레이어 팝업은 팝업이 새 창으로 뜨지 않고 페이지 위에 띄워져 있는 팝업을 말합니다. 

 

레이어 팝업의 장점과 단점 

 

장점 

a.  팝업차단 기능에 걸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 

b.  익스플로러 주소 창이 나오지 않아 깔끔하다. 

단점 

a. 레이어 팝업이 아닐 경우 보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b. 팝업 창은 사용자가 설정에 따라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레이어 팝업은 모두에게 보여진다. 



5. 등록하기 

5.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을 등록한다. 



6. 페이지 새로고침(확인하기) 

6. 홈페이지를 새로고침(F5)하여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새로고침 클릭 

단축키 : F5 



6. 페이지 새로고침(확인하기) 

6-2. 팝업이 잘 뜨는지 확인하고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을 체크하여 열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