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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의 목적

본 매뉴얼은 서울과학기술대 업무협업 포털의 사용자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매뉴얼의 구성

본 매뉴얼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제 내 용

1. 사용환경 서울과학기술대 업무협업 포털 사용자 환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2. 로그인/메인화면 로그인 방법 및 업무포털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3.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 환경설정, 즐겨찾기 관리, 개인포틀릿 등 사용자 개인별 설정
에 대해 설명합니다.

4. 게시판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5. 일정관리 개인 및 공유캘린더 생성 및 일정/할일/기념일 등록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6. 설문조사 내부설문, 외부설문 작성 방법 및 설문참여, 설문결과 조회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7. 주소록 개인연락처 등록, 마이리스트 관리, 주소록 가져오기/내보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8. 동호회 동호회생성, 개별 동호회의 레이아웃관리, 멤버관리, 메뉴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
호회 각 기능별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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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최소사양 권장사양

하드웨어

CPU Pentium IV 이상 Dual-Core CPU 이상

메모리 512MB RAM 이상 1GB RAM 이상

해상도 1024 x 768 1024 x 768 이상

모니터 1024 x 768 해상도 지원 가능 모니터 (15인치 이상)

네트워크

IP - Real IP, Private IP
- Dynamic IP, Fixed IP

Firewall - TCP Service Port Open
- VPN Support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Windows 2000/NT/XP/Vista, Mac OS

웹 브라우저 MS IE 7.0 이상, Firefox 3.0 이상, Safari 3.x 이상

파일 업로드
- Flash Player 9 이상
- ActiveX 업로드 컴포넌트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그 외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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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및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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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그인

1. 시작페이지 시작페이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탭 선택)

2. 통합검색 통합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사용자 유형에 맞는 탭을 선택(학생/교직원)하고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4. 팝업존 팝업존 영역입니다. 클릭하면 공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순서에 따라 자동 롤링 되며 클릭시 팝업존 배너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5. HOT MENU 학생/교직원 유형별 HOT MENU 바로가기 버튼입니다.(개별 로그인을 통해 접속함)

6. 게시물 목록 RSS 게시글 목록으로 포털로그인 전에 필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 홈페이지링크 정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 링크 정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대학/대학원/교육·연구·산학/행정·부속기관/기타사이트

Top 영역

컨텐츠 영역

팝업존(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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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및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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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메뉴

관리자는 탑메뉴에 추가적으로 메뉴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부서 – 로그인한 사용자의 부서를 표시합니다. 겸직부서를 가진 사용자는 속한
부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부서로 재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2. 마이페이지 – 클릭 시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관리자 – 관리자일 경우 나타나는 메뉴로 포털의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제공합니다.

2. 즐겨찾기

포털 각 메뉴별 주요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버튼을 클릭하여 즐겨찾기 트리에 자주 찾는 페이지로 등록하여
한 번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통합검색
대표홈페이지/학내홈페이지/학칙및규정/문서/게시판/갤러리/교직원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
다.

4.메인메뉴

포털에서 제공하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11개의 메뉴만 메인메뉴상에 표시되고

메인메뉴 오른쪽 끝에 있는 를 클릭하면 나머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뉴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메뉴에 표시할 8개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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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인 배너 메인 배너 이미지입니다.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6. 공지사항 게시판의 공지사항의 최근 게시글을 보여줍니다. 읽지 않은 게시물은 볼드체로 표시됩니다.

7. 탭설정

1. 탭설정

포털 메인화면을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하여 각 탭별로 포틀릿 추가를 통해 별도의 메인화면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탭종류를 선택합니다. ‘템플릿탭’은 관리자가 템플릿으로 미리 구성해 놓은 탭이고

‘사용자탭’은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는 탭입니다. 관리자가 구성해 놓은 탭을 그대로 사용
하려면 ‘템플릿탭’ 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직접 탭을 구성하려면 ‘사용자탭’ 을 선택합니다

3) ‘텝제목’을 입력합니다.
4) 탭 영역의 단을 선택합니다.
5) 버튼을 클릭하여 탭을 추가합니다.

6) 추가한 탭을 선택합니다.
7) 버튼을 클릭하여 공용포틀릿, 개인포틀릿, 뉴스, 위젯부터 탭 영역에 포틀릿을
추가하고 추가된 포틀릿 상단을 클릭하여 드래그앤드롭으로 원하는 위치에 포틀릿을
위치시킵니다.

8)                버튼을 클릭하여 탭 화면구성을 저장합니다.

•관리자가 제공하는 템플릿탭은 탭 속성에 따라 탭 영역을 수정 (포틀릿 추가, 삭제
혹은 포틀릿 위치 변경 등) 할 수 있는 탭과 수정할 수 없는 탭으로 구분됩니다.
탭 추가는 디폴트탭 (메인화면 탭)을 포함하여 5 개까지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탭 추가는 디폴트탭 (메인화면 탭)을 포함하여 5 개까지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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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틀릿 추가

공용포틀릿 – 포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포틀릿입니다. 포틀릿을 클릭하면 하단 콘텐
츠 영역에 추가됩니다.

개인포틀릿 – 개인포틀릿을 클릭하여 하단 콘텐츠 영역에 추가합니다. 개인포틀릿은 그룹웨
어 각 메뉴별 주요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포틀릿 트리에
포틀릿을 추가할 수 있으며, 외부사이트의 RSS URL을 직접 입력하여 개인포틀릿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스킨설정

우측 스킨 템플릿 목록에서 원하는 스킨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스킨을
적용합니다.

스킨설정 – 헤더, 메인메뉴, 공지사항, 탭박스, 포틀릿, 버튼, 기본에서 제공하는 각 스킨 템플
릿 목록에서 원하는 스킨을 선택하여 사용자 정의 스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사용자
정의 스킨은 스킨선택의 스킨 템플릿 영역에 보여집니다.

4. 화면저장
포틀릿 추가, 삭제, 속성변경, 드래그앤드롭으로 위치 변경 등을 통해 포틀릿 구성을 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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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틀릿

1. 나의카운터– 쪽지, 메일, 도서대출에 대한 최근 정보를 보여줍니다.
2. 달력 – 일정관리의 오늘 모든일정을 보여줍니다.
3. 최근쪽지 – 받은쪽지함의 최근 쪽지를 보여줍니다.
4. 학사정보위젯 – 학생/교직원 들에게 필요한 바로가기 링크를 보여줍니다.
5. 공개과정– 사이버교육의 강좌 정보를 보여줍니다.
6. 홈페이지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판 정보를 탭형태로 보여줍니다.
7. 소속대학 게시판 – 자신이 해당하는 소속 대학의 게시물을 보여줍니다.
8. SU갤러리 – 학교 갤러리 정보를 보여줍니다.
9. 오늘의메뉴 – STP와 학생식당의 식단 정보를 보여줍니다.
10. Seoultech신문사 – 신문사의 인기 기사 정보를 보여줍니다.
11. 채용정보 – 교내 채용정보를 보여 줍니다.
12. 발전기금 – 교내 발전기금 현황을 제공합니다.
13. 날씨-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포틀릿메뉴

- 더보기, 수정, 새로고침, 닫기
1. 더보기 – 팝업창으로 해당 메뉴를 열어 보여줍니다.
2. 수정 – 설정 후에는 버튼 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적용합니다.

1) 최대개수 – 게시물 개수를 설정합니다.
2) 갱신주기 – 포틀릿 새로고침 주기를 설정합니다.
3) 정보설정 – 포틀릿에 체크한 정보를 추가로 보여줍니다. 포틀릿 RSS에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스킨설정 – 포틀릿 스킨을 선택합니다.

3. 새로고침 – 포틀릿 정보를 갱신합니다.
4. 닫기 – 포틀릿을 삭제합니다. 포틀릿은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추가할 수 있

습니다.

* 포틀릿은 추가, 삭제를 할 수 있으며 드래그앤드롭으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
면의 콘텐츠 영역에서 포틀릿 구성이 끝나면 반드시 을 클릭하여 구성 내용을 저
장해야 합니다.

9. 배너 관리자는 하단 배너에 추가적으로 배너를 등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10. 로고 클릭시 포털 홈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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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니홈피 자기소개를 등록하고, 쪽지보내기와 한줄 메시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변경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학사행정에서 관리되는 비밀번호 입니다.)

3. 즐겨찾기 관리

1. 즐겨찾기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폴더나 즐겨찾기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2. 즐겨찾기는 드래그앤드롭으로 상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후에는
트리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위치를 저장합니다.

3. 즐겨찾기 추가 후에는 즐겨찾기명, URL, 창설정 등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즐겨찾기를 저장합니다.

4. 개인포틀릿 관리

1. 포틀릿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폴더나 포틀릿을 추가할 수 있습니
다. 탭 포틀릿은 포틀릿 상단에 탭을 가진 포틀릿으로 개인포틀릿, 공용포틀
릿, 뉴스, 위젯에 저장된 포틀릿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탭포틀릿 모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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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틀릿은 개인포틀릿 트리 상에서 드래그앤드롭으로 상하 위치를 변경할 수 있
으며 변경한 후에는 트리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위치를 저장합
니다.

3. 포틀릿 추가 후에는 포틀릿명, RSS URL, 창설정등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포틀릿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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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게시판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시판으로 조직 내부의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
항’ 게시판에서 ‘중요공지’로 등록된 게시물은 공지 기간 동안 메신저 티커로 실시간 공지됩니다.

 핫라인 게시판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 사용자는 핫
라인 게시판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을 조회할 수 있고 의견이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사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승인 게시판을 통해 게시물 작성시 바로 등록되지 않고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록 전에 관리자의 확인을 통하여 게시물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기본 형태를 앨범형으로 설정하면 게시판을 포토앨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틀릿 추가’ 기능을 통해 관심있는 게시판의 최근 등록된 글을 G/W 메인화면에 포틀릿으로 구성해 간
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겨찾기 추가’ 기능을 통해 관심있는 게시판을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게시알림’ 기능을 이용해 등록한 게시물 내용을 해당 게시판을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쪽지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개인환경설정 > 게시판 메뉴펼침’ 기능을 통해 게시판에 최초 접속시 게시판 메뉴트리에서
원하는 폴더가 펼쳐져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1 게시판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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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게시판을 검색하고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시함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사용자 본인이 읽기 이상의 권한을 가진 게시판에 등록된 글
을 취합하여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은 내부 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게시판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 중요공지로 등록된 게시물은 ‘메신저 티커’ 에도
함께 공지됩니다.

임시 보관함
게시물 작성중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중인 게시물을 ‘임시보관함’ 
으로 임시저장할 수 있습니다.

태그검색
태그는 게시물의 내용을 몇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키워드 기능입니다. ‘태그검색’ 은
일종의 키워드 검색으로 비슷한 주제나 내용의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
다.

개인환경설정 게시판 첫화면, 게시판 메뉴펼침 등 사용자 개인환경을 설정합니다. 

4.2 게시판 트리메뉴

※ 관리자 및 게시물 등록승인 관리자는 [게시물 등록승인] 및 [삭제함]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 게시물등록승인 : ‘등록승인’ 속성을 가진 게시판에 승인사용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사용자 본인이 등록승
인 해야 할 게시물들을 취합하여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 삭제함 : 사용자 본인이 관리자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시판이 있을 경우에 삭제함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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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시판 목록

게시판 목록

게시판 목록을 게시판형, 웹진형, 자료실형, 앨범형으로 변경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게시판형 : 일반적인 게시판 형식
2. 웹진형 : 썸네일 이미지와 게시물 요약내용으로 목록을 구성하여 보여줌
3. 자료실형 :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들만 목록으로 구성하여 보여줌
4. 앨범형 : 게시물 내용에 사진이 들어있는 게시물들만 앨범 형태의 목록으로 구

성 하여 보여줌

게시판 목록에서 (체크)한 게시물들을 읽은상태로 변경합니다. 읽지않은 상태의 게
시물은 볼드체로 표시되고 읽은 상태의 게시물은 일반체로 표시됩니다.

게시판에 등록된 전체 글을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안읽은 게시물만 취합하여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안읽은 게시물은 볼드체로 표시합
니다.

읽은 게시물만 취합하여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읽은 게시물은 일반체로 표시합니다

안읽은 댓글이 달린 게시물들만 취합하여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목록에 표시되는 게시물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중요공지를 의미하며 중요공지로 등록된 게시물은 목록의 최상단에 항상 보여집니
다.

제목의 끝에 표시되며 게시물에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제목의 끝에 표시되며 게시물에 설문이 첨부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댓글 개수를 표시하며 읽지 않은 댓글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볼드체로 개수를 표
시합니다.

조회수를 클릭하면 게시물의 조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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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시판 목록

게시판 검색

1) 에서 을 클릭하여 에 검색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합니다.

2)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 설정을 마칩니다.

3) 에서 검색대상을 선택합니다

4) 검색어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1. 기간 및 검색대상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게시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앨범형 목록

• 앨범형 목록에서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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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시판 목록

자료실형 목록

웹진형 목록

클릭시 게시물의 첨부파일 영역이 모두 펼쳐져 목록에서 첨부파일들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일수
파일수를 클릭하면 첨부파일 영역이 보여지고 목록에서 첨부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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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시판 목록

버튼메뉴

게시물 작성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체크)한 게시물을 사용자 PC에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체크)한 게시물을 인쇄합니다.

게시판을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

게시판의 최근 게시물을 포틀릿형태로 개인포틀릿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포틀릿
은 G/W 메인화면에서 포틀릿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관리자, 게시판관리자, 개별 게시판에 대해 관리자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이며 (체크)한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은 ‘삭제함’
으로 저장됩니다.

포털관리자, 게시판관리자, 개별 게시판에 대해 관리자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이며 (체크)한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포털관리자, 게시판관리자, 개별 게시판에 대해 관리자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이며 (체크)한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1. 게시판 목록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물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게시기한을 ‘영구’ 또는 특정 기한일을 지정합니다. 특정 기한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까지만 게시되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3. 옵션으로 을 체크하면 게시물 등록 시점에 해당 게시판을 공유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신규

게시물을 등록했음을 알려주는 알림 메시지(쪽지 또는 메일)가 발송됩니다.

4. 옵션으로 로 를 체크하고 날짜를 입력하면 입력한 날짜까지 중요공지로
분류되어 게시판 목록의 최상위에 항상 보여집니다.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중요공지에서 해제되어 중요
공지 영역에서 사라집니다.

5. 분류와 상태 목록을 사용하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게시물 등록 시 과
에서 분류와 상태 속성을 선택합니다.

4.4 게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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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게시물 작성

5. ‘제목’ 과 ‘본문’ 을 입력합니다. ‘제목’ 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말머리 기능을 사용하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에서 말머리를 선택하면 게시물 등록시 자동으로 제목앞에 ‘[말머리]’ 가 추가되어 표시
됩니다.

6. 동영상 첨부가 가능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동영상 첨부 항목이 제공되어 동영상을 게시물 본문내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를 클릭하여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첨부하거나 동영상 링크를 본문내

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설문 첨부가 가능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설문을 본문내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본문으로 입력하
고 아래와 같이 답변 항목을 작성하여 본문에 첨부합니다.

• ‘공지사항’ 게시판의 경우에는 중요공지로 등록된 게시물의 제목이 메신저 티커에 함께 공지됩니다.

Tip

1) 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첨부’ 팝업창에서 설문 답변 개수를 선택합니다.

2) 선택한 답변 개수만큼 원하는 답변 내용을 입력합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설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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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게시물 작성

8. 게시판 목록을 웹진형으로 조회시 필요한 게시물 내용을 대표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9. 게시물의 내용을 몇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키워드 기능인 태그를 입력합니다. 태그는 최대 10개의 단어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각 단어는 콤마(,) 로 구분합니다.

10. 첨부할 파일이 있을 경우 내PC 또는 파일함에 있는 파일들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의 최대 총
용량과 개수는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게시물 작성도중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중인 게시물을 임시보관함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아래와 같이 본문 내용 하단에 답변 내용이 첨부됩니다.

• ‘모든게시함’ 에서 버튼 클릭시에는 게시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게시판을 먼저 선택한 후에 게시물 작성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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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게시물 조회

게시물 작성자 혹은 관리자에게는 버튼이 보이고 클릭하여 태그를 수정할 수 있
습니다. 태그를 클릭시 해당 태그를 검색어로 하여 태그검색을 실행합니다.

윗글 혹은 아랫글 제목을 클릭하여 윗글 또는 아랫글 게시물 조회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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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게시물 조회

해당 게시물에 대해 의견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의견은 목록에서 트리형태로 표시
됩니다.

의견작성 화면에서 옵션으로 을 체크한 후 등록
하면 ‘상위글 작성자’ 에게 게시글에 대한 의견이 등록되었음을 쪽지로 알려줍니다.

게시물을 추천합니다. 클릭시 추천수가 1 증가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게시물 내용(첨부파일 포함)을 쪽지로 발송합니다.

게시물을 수정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게시물을 조회한 사용자들 및 조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선택한 후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입력합니다.

1) 쪽지발송 팝업창에서 쪽지를 수신할 사용자 혹은 부서를 선택합니다.
2) 추천메모를 입력합니다.
3) 파일첨부에서 체크된 파일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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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태그검색

 게시물 등록 시 함께 등록되는 태그에서 검색을 합니다. 태그는 게시물의 내용을 몇개의 단어로 요약하여
표시하는 인덱스 기능으로서 태그검색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태그의 등록 비율에 따라서 형태로 표현됩니다.

최근순 최근에 등록된 태그 순서로 정렬됩니다.

인기순 태그 등록 비율이 많은 순서로 정렬됩니다.

가나다순 가나다 순서로 정렬됩니다.

4.7 삭제함

삭제함에 보관된 모든 게시물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체크)한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체크)한 게시물을 원래 저장되어 있던 게시판으로 복원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관리자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시판에서 삭제된 모든 게시물들은 ‘삭제함’ 으로 저장됩니다. 
‘삭제함’에서 삭제 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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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게시물 등록승인

 등록승인 속성을 가진 게시판의 경우에는 게시물 최종 등록전에 승인사용자의 등록 승인을 거친 후 최종적
으로 게시물로 등록됩니다. 사용자 본인이 승인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게시물등록승인’ 게시판에 등
록 승인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보여지고 등록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한 게시물에 대해 등록을 승인합니다. 등록 승인된 게시물은 최종적으로
게시물로 등록됩니다.

(체크)한 게시물에 대해 등록을 반려합니다. 반려된 게시물은 등록요청한 사용
자의 임시보관함에 저장됩니다. 임시보관함에 저장된 게시물은 수정후 다시 등록요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승인사용자는 ‘수정’기능을 이용하여 ‘게시물등록승인’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을 수정한 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Tip

4.8 개인환경 설정

게시판 첫화면 게시판의 첫 화면을 ‘모든게시함’ 또는 ‘공지사항’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메뉴펼침
게시판 트리메뉴에서 체크한 폴더는 최초 게시판 접속 시 트리메뉴에서 펼쳐진 상
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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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정관리 USE CASE

 Ajax 기반으로 개발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캘린더’외에 사용자는 개인캘린더를 생성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전체 사용자 혹은 특정 사용자 그룹이 공유하는 공용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할일, 기념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5.2 캘린더

 사용자별로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삭제 혹은 수정할 수 없는 ‘내캘린더’ 와 사용자 개인이 생성하는
개인캘린더, 관리자가 생성하는 공용캘린더로 구분됩니다

내캘린더
사용자별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캘린더이며 삭제나 캘린더명 수정을 할 수 없습
니다.

개인캘린더
사용자의 개인캘린더입니다. 일정관리 상단의 탭을 클릭, 캘린더 관
리 > 내가 만든 캘린더에서 개인캘린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캘린더는 공유
요청, 공유수락에 의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받은 캘린더

다른 사용자로부터 공유받은 개인 캘린더와 관리자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받은 공
용 캘린더로서 탭을 클릭, 캘린더 관리 > 공유받은 캘린더에서 캘린

더 이름 및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용캘린더
관리자가 생성하여 전체 사용자 혹은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공유시켜 줄 수 있습니
다. 공용캘린더는 공유요청, 수락과정 없이 공유받은 사용자의 캘린더 목록에 바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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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정화면

① 일정관리 탭

1. 일정 – 일일, 주간, 월간일정을 등록합니다.
2. 할일 – 할일을 등록합니다.
3. 기념일 – 기념일을 등록합니다.
4. 캘린더 – 개인캘린더를 생성하고, 공유받은캘린더를 관리합니다.

② 일정 카운터

1. 오늘 모든일정 – 오늘 모든일정 개수를 보여줍니다. 클릭하여 오늘 모든일정 목록에
서 일정을 조회,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공유받은 일정 – 다른 사용자가 공유 요청한 일정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클릭하여 ‘
공유받은 일정’ 목록에서 공유 요청받은 일정을 수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유받은 캘린더 – 다른 사용자가 공유 요청한 캘린더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클릭하
여 공유 요청받은 캘린더를 수락하여 캘린더 목록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
다.

③ 최근 할일
진행중인 최근 할일을 보여줍니다. 중요도가 높고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일정이 윗쪽에 위
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할일을 등록합니다. 할일 제목을 클릭하여 할일을 조
회합니다.

④ 월간 캘린더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 날짜는 볼드체 로 표시됩니다.(예: 23 ) 캘린더의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일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5

3

1

2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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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정화면

⑤ 캘린더 목록
-체크된 캘린더의 일정이 취합되어 일정화면에 표시됩니다. 캘린더 제목을 직접 클
릭할 경우에는 해당 캘린더의 일정만 일정화면에 표시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새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거나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캘린더 관리’를 클릭하여 해당 캘린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캘린더 목록의 마지막 체크상태는 보존되어 다음 접속시에도 동일하게 체크상태
가 유지됩니다.

⑥ 사용자 일정확인

전 직원의 일정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자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며 우측 상단의 사용자 선택 박스에서 조회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선택하거나 좌측하단에서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사용자를 계속 추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1. : 일정 자세히 등록 시 공개일정으로 등록하면 사용자 일정확인 시 다른
사용자에게 일정내용이 공개됩니다. 해당 일정에 마우스 오버하면
일정 제목이 보여지며 클릭 시 자세한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일정 자세히 등록 시 비공개 일정으로 등록하면 사용자 일정확인 시
다른 사용자에게 일정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만 표시됩
니다.

※ 사용자 일정확인에서 종일일정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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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메뉴

- 일정작성 창이 보여지고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날짜로 일정화면이 이동합니다.

- 일정화면을 인쇄합니다.

⑧ 일정화면

일일, 주간, 월간일정을 조회하고 등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일일정 – 일정의 시작시간, 종료시간이 없습니다.
일정등록시 기간항목의 을 체크하면 종일일정으로 등록됩니다.

기간일정 – 몇 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 마지막 조회한 일정화면(일일/주간/월간)은 보존되어 다음 접속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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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정등록

1. 일정 간단 입력

2. 일정 상세 입력

1) 일일 일정화면에서 시간영역이나 종일일정 영역을 클릭합니다. 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일정 간단 입력창에서 등록할 캘린더를 선택하고 제목, 기간, 상태, 중요도를 입력합니다. 
종일일정일 경우에는 을 체크합니다.

3)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일정을 등록합니다.

4) 일정 상세 입력을 하려면 을 클릭하여 일정 상세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등록된 일정은 bar 로 표시되고, 등록된 일정의 제목이나 bar 를 클릭 시 일정 조회, 수정을 할 수 있습
니다.

1) 일정 간단 입력창 우측 하단의 을 클릭하여 일정 상세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각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반복

반복 없음 반복하지 않는 일정입니다.

매일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일 반복되는 일정입니
다. 예) 기간 4/1–4/3, 반복주기 2일, 반복종료일 4/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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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정등록

주중 매일
(월-금)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주중 매일(월-금) 반복
되는 일정입니다. 예) 기간 4/1-4/3, 반복주기 2주, 반복종료일 5/6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예) 기간 4/1-4/2, 반복주기 2주, 반복종료일 5/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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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정등록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매주
(요일 지정)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예) 기간 4/1-4/2, 반복주기 2주, 반복요일 수/금, 반복종료일 5/6까지

매월
(날짜 기준)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월 일정일의 시작일
의 일자에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예) 기간 4/1-4/2, 반복주기 1개월, 반복종료일 9/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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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정등록

매월
(요일 기준)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월 일정일의 시작일
의 요일에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예) 기간 4/3(금)-4/4, 반복주기 1개월, 반복종료일 9/1까지

매년

일정 시작일을 기준으로 반복종료일까지 설정된 반복주기로 매년 일정일의 시작일
의 날짜에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예) 기간 2009/4/1-4/2, 반복주기 1년, 반복종료일 2012/4/1일까지
2009/4/1-4/2, 2010/4/1-4/2, 2011/4/1-4/2, 2012/4/1-4/2 로 반복일정이 설정됩니
다.

 공개

• 일정으로 등록하게 되면 에서 다른 사용자가 내 일정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로 등록하게 되면 에서 다른 사용자가 일정 기간만 볼 수 있으며 일정 내용은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공유

• 등록하는 일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공유요청받은 사용자는 을

클릭하여 ‘공유받은 일정’ 목록에서 일정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수락을 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수락한 일정은 ‘내캘린더’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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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할일 등록

• 할일을 입력하고 완료일, 상태, 중요도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완료체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완료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할일은 제목에 취소선이 표시
됩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할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6 기념일 등록

• 을 클릭하여 기념일, 날짜를 입력하여 기념일을 등록합니다.           을 체크하면 빨간
색으로 기념일을 표시하여 휴일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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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캘린더 관리

 내가 만든 캘린더

캘린더 목록

새 캘리더를 생성합니다. 버튼을 클릭한 후 우측 캘린더 정보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캘린더를 생성합니다.

체크한 캘린더를 삭제합니다.

‘내캘린더’ 를 제외한 나머지 캘린더들의 상하 위치를 변경합니다.

캘린더 정보

캘린더명 캘린더명을 입력합니다.

색깔 캘린더의 색깔을 선택합니다.

사용용량 캘린더의 첨부파일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공유여부
공유함 – 공유자 목록의 사용자와 캘린더를 공유합니다.
공유안함 –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캘린더를 공유할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5. 일정관리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40

5.7 캘린더 관리

 공유받은 캘린더

공유받은
캘린더 목록

캘린더 목록에서 공유수락할 캘린더를 체크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수락합니다. 공유수락된 캘린더는 일정화면의 캘린더 목록에 추가됩니
다.

체크한 캘린더를 삭제합니다.

공유캘린더들의 상하 위치를 변경합니다.

캘린더 정보

캘린더명 공유받은 캘린더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깔 캘린더의 색깔을 선택합니다.

소유자 캘린더를 생성한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사용용량 캘린더의 첨부파일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공유수락 공유 수락여부에 따라 공유수락 혹은 공유대기로 표시됩니다.
캘린더 목록에서 공유 수락전인 캘린더는 캘린더명 (New) 로 표시됩니다.

공유자 캘린더를 공유하는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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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조사

6.1 설문조사 USE CASE

 단일선택형, 복수선택형, 텍스트입력형등 다양한 형태의 설문지를 만들어 내부사용자(내부설문)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대상을 선택하여 공개(참여자와 답변내용 모두 공개), 반공개(참여자만 공개), 비공개(참여자와 답
변내용 모두 비공개)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2 설문조사 트리메뉴

진행중 설문 현재 진행중인 설문 목록을 보여줍니다.

종료된 설문 종료된 설문 목록을 보여줍니다.

설문관리

설문관리자로 등록된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메뉴이며 설문관리자는 설문을 등록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설문 – 진행중인 설문을 수정, 삭제, 종료,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
료된 설문일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여 기 작성된 설문의 내용을 재사용하여
설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설문 – 삭제된 설문 목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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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조사

6.3 설문등록

 관리자에 의해 설문등록자로 지정된 사용자만 버튼을 볼 수 있고, 클릭하여 설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용자는 참여만 가능합니다.

1. 설문등록자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각 입력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내부설문 선택시

설문형식 1. 내부설문 – 내부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합니다.

제목 설문 제목을 입력합니다.

기간
설문 기간을 입력합니다. 설문 기간이 만료되면 설문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종료된
설문에 저장됩니다.

내용 설문 내용을 입력합니다.

참여대상
설문 참여대상자를 지정합니다. 참여대상자는 설문 참여권한이 생기고 설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로부터 참여대상자를 가져오기할 수 있습
니다.

공개여부
1. 공개 – 참여자 이름 및 답변내용 모두 공개
2. 반공개 – 참여자 이름만 공개하고 답변내용은 비공개
3. 비공개 – 참여자 이름 및 답변내용 모두 비공개

실명여부
1. 실명 – 참여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2. 익명 – 참여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관리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문결과
1. 공개 – 설문참여자들에게 설문결과를 공개합니다.
2. 비공개 – 설문을 등록한 사용자만 설문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쪽지알림 설문 참여자들에게 설문등록 알림 쪽지 발송여부 설정합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44

6. 설문조사

6.3 설문등록

3. 질문과 답변항목을 등록합니다.

• 답변형태 선택

질문 문항을 추가합니다.

선택한 질문 문항을 삭제합니다.

선택한 질문 문항의 상하 위치를 변경합니다.

단일 선택형

객관식으로 하나의 답변만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단일 선택형(기타)

객관식으로 하나의 답변만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단, 기타로 주관식 답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형

객관식으로 여러 개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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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조사

6.3 설문등록

텍스트 입력형

주관식 유형입니다. 답변 개수에 입력되는 내용은 주관식 답변 항목의 머리말이 됩
니다.

이미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하나의 답변만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이미지를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순위 선택형

답변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유형입니다.

6.4 버튼메뉴

설문등록자만 보는 메뉴로서 진행 중이거나 대기중인 설문의 정보 및 질문내용, 답
변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설문 문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등록자만 보는 메뉴로서 설문기간과 관계없이 진행중인 설문을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설문등록자만 보는 메뉴로서 설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문등록자만 보는 메뉴로서 종료된 설문의 설문정보와 설문내용을 재사용하여 새
로운 설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등록자만 보는 메뉴로서 대기 중이거나 종료된 설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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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문조사

6.5 설문참여

 설문 항목에 답변을 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답변 내용을 저장합니다. 설문결과가 공개로 설정된
설문의 경우에는 설문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여 설문결과를 엑셀파
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반공개 설문의 경우에는 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자나 참여자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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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1 주소록 USE CASE

 개인 연락처를 주소록에 등록하여 전자우편이나 쪽지발송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아웃룩에서 CSV 파일로 내보내기한 연락처를 주소록 가져오기를 통하여 포털 주소록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에서 자주 찾는 사용자들을 마이리스트로 구성하여 전자우편, 쪽지, 메신저에서 마이리스트의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7.2 주소록 트리메뉴

주소록
개인 연락처들을 등록합니다. 그룹을 생성하여 등록된 연락처들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연락처들은 ‘미분류’ 로 저장됩니다.

부서주소록, 공용주소록

부서별로 하나의 부서주소록이 할당되며, 부서원들간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부서주소록은 부서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공용주소록은 회사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주소록이며, 포털관리자 또는 주소록관리
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마이리스트
조직도에서 자주 찾는 사용자들을 마이리스트로 구성하여 전자우편, 쪽지, 메신저
에서 마이리스트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습
니다.

주소록 가져오기
아웃룩 익스프레스 혹은 아웃룩에서 내보내기한 CSV 형식의 연락처들을 주소록으
로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자체 형식인 일반주소록을 ‘가져오기’ 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내보내기
포털 주소록을 아웃룩 익스프레스 혹은 아웃룩 형식, 일반주소록 형식으로 ‘내보내
기’ 할 수 있습니다.

중복주소 체크하기
주소록에 등록된 연락처들을 대상으로 이름, 전자우편, 휴대전화, 회사전화가 동일
한 연락처들을 찾아내어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주소록관리
포털관리자 또는 주소록관리자는 부서주소록관리를 통해삭제된 부서의 부서주소
록을 삭제하거나 부서주소록간 연락처 복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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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3 주소록 목록

목록의 연락처들을 전체로 조회하거나 ㄱ ~ ㅎ, A ~ Z, 0 ~ 9 로 시작하는 연락처
들만을 추출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체크)한 연락처들을 미분류나 선택한 다른 그룹으로 이동 혹은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체크)한 연락처들을 삭제합니다.

현재 주소록 목록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연락처 상세정보 주소록 목록에서 이름을 클릭하면 연락처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일주소
주소록 목록에서 메일주소를 클릭하면 편지쓰기 창이 실행되고 클릭한 메일주소로
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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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4 연락처 등록

 목록등록

 새연락처

 빠른등록

 주소록 목록 상단의 연락처 등록란에 이름, 직위등 연락처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소록 목록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연락처가 등록될 그룹을 선택하고 연락처 상세정

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연락처를 등록한 후에 연락처 등록페이지

가 계속 유지되어 연락처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수 개의 연락처를 한번에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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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5 주소록 가져오기

 아웃룩 익스프레스 주소록 내보내기

1.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실행하여 메뉴에서 파일 > 내보내기 > 주소록을 선택합니다.

2. ‘주소록 내보내기 도구’ 창에서 ‘TextFile (Comma Separated Values)’ 를 선택한 후 를 클릭
합니다. 

3. ‘CSV 내보내기’ 창에서 ‘내보낸 파일 저장 형식’ 에 주소록을 저장할 디렉토리와 주소록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은 ‘쉼표로 구분(*.csv)’ 로 설정합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52

7. 주소록

7.5 주소록 가져오기

4. ‘CSV 내보내기 > 내보낼 필드 선택’ 창에서 모든 필드를 체크한 후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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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5 주소록 가져오기

 아웃룩 주소록 내보내기

1. 아웃룩을 실행하여 메뉴에서 ‘파일 >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2.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 창에서 ‘내보내기 – 파일’ 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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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5 주소록 가져오기

 아웃룩 주소록 내보내기

1. 아웃룩을 실행하여 메뉴에서 ‘파일 >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2.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 창에서 ‘내보내기 – 파일’ 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파일로 내보내기’ 창에서 ‘만들 파일 형식’ 으로 ‘쉼표로 구분된 값(Windows)’ 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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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5 주소록 가져오기

4. ‘파일로 내보내기’ 창에서 ‘내보낼 폴더 선택’ 으로 ‘연락처’ 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파일로 내보내기’ 창에서 ‘내보낸 파일 저장 형식’ 에 주소록을 저장할 디렉토리와 주소록 이름을 입력합니
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파일로 내보내기’ 창에서 ‘사용자 지정 필드 매핑’ 내용의 변경 없이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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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5 주소록 가져오기

 주소록 가져오기

1.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가져올 주소록 형식 및 파일을 선택합니다. ‘포털 주소록’ CSV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털 주소록 CVS 필드명 – 이름, 직위, 회사명, 부서명, 메일주소, 휴대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집전화, 회사주소, 집주소, 생일, 음양력, 결혼기념일, 메모

• 음양력은 생일 음양력 구분이며 M 일 경우에는 음력, S 일 경우에는 양력을 의미합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날
짜는 월-일 로 입력합니다. 예를들어 2월 2일 경우 02-02 로 입력합니다.

3. 맵핑정보를 작성합니다. 아웃룩 CSV 필드와 ‘포털 주소록’ 필드를 맵핑합니다. ‘&’ 혹은 ‘&_’ 를 사용하여
아웃룩 CSV 필드 2개 이상의 항목을 합쳐서 하나의 ‘포털 주소록’ 필드로 맵핑할 수 있습니다. 

예) 아웃룩 CSV 필드에서 성이 홍이고 이름이 길동일 경우 성&이름 -> 홍길동, 성&_이름 -> 홍 길동

4.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가져온 연락처 목록을 보여줍니다. 가져온 연락처들 중 필요
없는 연락처들은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가져온 주소록을 저장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6.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온 주소록을 그룹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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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6 주소록 내보내기

1. 내보낼 주소록 형식을 선택합니다.

2. 주소록 전체 혹은 특정 그룹을 선택하여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낼 주소록 형식에 따른 CSV 필드
맵핑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

포털 주소록 항목 아웃룩 항목

이름 이름

직위 직함

회사명 회사

부서명 부서

메일주소 전자 메일 주소

휴대전화 휴대폰

회사전화 회사 전화

팩스번호 회사 팩스

집전화 집 전화

회사주소 주소(회사)

집주소 주소(집)

메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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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6 주소록 내보내기

 아웃룩

포털 주소록 항목 아웃룩 항목

이름 이름

직위 직함

회사명 회사

부서명 부서

메일주소 전자 메일 주소

휴대전화 휴대폰

회사전화 회사대표 전화

팩스번호 근무지번호

집전화 집전화번호

회사주소 근무지주소번지

집주소 집주소번지

생일 생일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

메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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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7 마이리스트

 조직도의 사용자를 마이리스트의 그룹으로 설정하면 그룹을 대상으로 메일이나 쪽지발송, 메신저 대화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마이리스트는 메신저의 마이리스트 창에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마이리스트 편집

1.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리스트에 그룹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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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록

7.7 마이리스트

3. 선택 목록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4.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7.7 마이리스트

 에서 체크한 항목에 대해 중복주소가 존재하는 확인하
여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목록의 연락처들을 대상으로 수정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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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1 레이아웃 관리 > 메인 레이아웃

 매니저의 권한으로 운영중인 동호회 메인화면에 보여질 메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매니저

1. 개설된 동호회 메인화면에 보여줄 게시판 유형을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1)영역 선택시 변동되는 부분은 (3)영역에서 적용됩니다.

2. 해당 동호회의 부가 메뉴 사용여부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2)영역에서 체크박스 해제시 좌측의 해당 메뉴
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4)번 메뉴는 고정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개설된 동호회의 게시판 종류를 선택하는 영역으로, 선택박스 클릭시 아래와 같이 개설된 게시판의 종류를
선택하는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4. 동호회정보, 메뉴, 동호회타이틀은 모든 동호회의 공통요소이므로 삭제 불가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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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1 레이아웃 관리 > 동호회소개

1. 동호회소개글을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2. 작성한 글을 저장,취소실행을 위한 버튼입니다.

8.1.1 레이아웃 관리 > 동호회소개

 동호회의 스킨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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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1.3 레이아웃 관리 > 동호회타이틀

1. 동호회타이틀 선택항목. 스킨타이틀과 직접등록 2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지며, 스킨타이틀 사용시
(2),(3),(4) 항목은 활성화 안됩니다.

직접등록 클릭시 : (2),(3),(4) 활성화

2. 동호회 타이틀에 사용할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등록하는 영역입니다. 자신이 등록할 이미지를 선택하면
(5)미리보기 영역에서 보여집니다.

3. 타이틀에 사용될 텍스트 문구 및 색상을 등록하는 영역입니다. 
“텍스트 사용함” 체크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텍스트(스킨타이틀내의 텍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4. 타이틀 텍스트의 정렬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설정한 동호회타이틀 미리보기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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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2 설정관리 > 기본정보설정

1. 동호회명, 동호회주소는 수정불가항목입니다. 

2. 동호회의 가입방식, 동호회분류, 동호회배너, 동호회설명 수정가능.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매니저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등록시 기재한 동호회의 기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66

8. 동호회

8.2 설정관리 > 매니저위임

1. 동호회 매니저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받을 사용자를 검색하는 버튼입니다. 

2. 사용자검색 버튼 실행시 팝업화면입니다. 해당 동호회의 가입자에게만 권한위임이 가능합니다. 위임받을
사용자를 선택하면 팝업화면 사라집니다.

8.2 설정관리 > 매니저위임

 동호회 멤버가 매니저 1인일 경우에만 동호회 폐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폐쇄를 실행하려면 이
페이지에서 ‘동호회폐쇄’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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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2.3 설정관리 > 동호회폐쇄(동호회 멤버가 다수일 경우)

 동호회의 멤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매니저를 제외한 멤버들이 탈퇴를 하여야 동호회폐쇄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동호회폐쇄 안내메일을 발송한 후 회원들의 자발적인 탈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탈퇴하지 않을 경우 동호회관리>멤버관리>탈퇴관리를 통하여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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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3 멤버관리 > 가입조건관리

1. 동호회개설후 회원가입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가입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기간(캘린더) 설정이 가능합니다. 

2. 동호회 가입시 질문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가입시 질문을 받을 경우 질문갯수는 최대
8개까지만 가능합니다. 8개 이상 추가하게 될 경우 아래의 알림창이 보여집니다.

 운영하고 있는 동호회의 회원가입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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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3.1 멤버관리 > 동호회멤버보기

1. 검색조건 : 회원이름, 회원ID. 

2. 동호회 개설자(매니저)를 제외한 멤버들의 경우 체크박스 버튼 보여집니다. 체크박스 선택 후 (4)에서 회원
의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원ID선택시 동호회 가입시 설정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4. (2)체크박스를 선택 후 회원등급을 변경하는 영역입니다.

 해당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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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3.2 멤버관리 > 멤버등급관리

1. 멤버등급 및 등급에 대한 설명을 매니저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회원등급의 경우 관리자가 수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별 등급변경은 (15.3.1 멤버관리 > 동호회멤버보기)에서 가능합니다.

 동호회의 멤버등급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71

8. 동호회

8.3.3 멤버관리 > 탈퇴관리

1. 검색조건 :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

2. 검색조건 : 회원이름, 회원ID

3. 체크박스는 매니저를 제외한 멤버에게 보여집니다. 체크박스 선택 후 (4)영역에서 강제탈퇴(재가입 불가능
선택가능) 혹은 탈퇴회원 복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의 멤버등급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8.3.4 멤버관리 > 재가입불가관리

 멤버탈퇴기능 수행시 재가입불가항목에 체크를 한 회원들의 단순 조회페이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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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3.5 멤버관리 > 스텝관리

1. 부매니저, 게시판스텝, 멤버 스텝별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선택 시 아래와 같이 팝업
창으로 가입한 동호회 회원들의 상세 조회페이지가 보여지며, 체크박스를 통하여 해당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의 멤버등급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동호회 가입회원 가운데 부매니저, 게시판스텝, 멤버스텝을 지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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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4 메뉴관리

1. 동호회에서 이용할 게시판을 매니저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메뉴 추가하기 기능버튼입니다.

3. (2)버튼을 실행하면 (3)영역에서 추가한 메뉴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4)영
역에서 게시판의 각 종 기능 및 옵션을 매니저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4. 통합게시판 추가 시 게시판 옵션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메뉴명칭 및 게시판권한, 태그 및
첨부파일 기능 사용여부, 말머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이용할 게시판을 매니저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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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4 메뉴관리

 메모게시판 추가시 설정항목

 그룹제목 추가시 설정항목

 메모게시판은 1줄정도의 간단한 메모형식의 글만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형이 비슷한 형식의 게시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룹제목 - 지역별 가입자들의 인사
게시판명 – 서울지역모임/경기지역모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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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4 메뉴관리

 그룹제목 추가시 설정항목

 구분선 추가시 화면

 유형이 비슷한 형식의 게시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룹제목 - 지역별 가입자들의 인사
게시판명 – 서울지역모임/경기지역모임 등등

 생성되어 있는 게시판의 구분을 위한 구분선 추가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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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4 메뉴관리

 링크 추가시 설정항목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링크메뉴로서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 이용합니다.

8.4 메뉴관리 > 필독공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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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4.1 메뉴관리 > 필독공지관리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링크메뉴로서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 이용합니다.

 필독공지에 글을 등록하면 위와 같이 운영중인 동호회 상단에 작성한 글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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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4.2 메뉴관리 > 삭제함관리

1. 받는 사람의 경우 15.3.2 멤버관리 > 멤버등급관리에서 설정한 멤버들의 리스트가 보여지며,초기 기본값
은 전체회원/일반회원/성실회원/열심회원/우수회원/감사회원/전체스텝입니다.

 삭제된 게시물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삭제된 게시물 제목 및 삭제자, 삭제일 등이 표시됩니다.

8.5 메세지보내기

 가입한 회원들에게 쪽지 혹은 메일로 동호회 메시지를 보냅니다. 1)영역에서 받는사람 그룹을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 입력후 보내기버튼을 이용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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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6 동호회 통계 > 방문현황

1. 방문현황 통계조회를 위한 기간선택영역입니다.

일간선택 : 선택일 기준 최근 1주일간 통계
주간선택 : 선택주 기준 최근 12주간 통계
월간선택 : 선택월 기준 최근 12개월간 통계

2. (1)번영역에서 해당 기간을 선택하면 (2)영역에 통계기간이 보여집니다.

-예) 2009년 3월 11일날 통계조회 실행시
일간 - 통계기간 : 2009년 3월 4일~2009년 3월 10일 (7일)
주간 – 통계기간 : 2008년 12월 15일~2009년 3월 8일 (12주)
월간 – 통계기간 : 2008년 3월~2009년 2월 (12개월)

3. 통계기간별 회원방문현황 통계자료가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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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6.1 동호회 통계 > 멤버현황

 해당 동호회의 멤버현황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급별 멤버수 및 구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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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6.2 동호회 통계 > 가입퇄퇴현황

1. 가입탈퇴 현황 통계조회를 위한 기간선택영역입니다. 해당기간 선택시 (2)영역의 통계기간은 15.6과 동
일합니다.

2. (1)기간선택시 통계기간 노출영역입니다.

3. 검색기간의 회원가입현황을 나타내 주는 영역입니다.

4. 검색기간의 회원탈퇴현황을 나타내 주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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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6.3 동호회 통계 > 멤버랭킹

1. 멤버들의 방문수, 게시물수, 댓글수 통계조회를 위한 기간선택영역입니다. 해당기간 선택시 (2)영역의
통계기간은 15.6과 동일합니다.

2. (1)기간 선택 시 통계기간이 보여집니다.

3. 조회대상 선택영역 : 방문수, 게시물수, 댓글수.

4. 조회 대상별 회원별 순위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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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6.4 동호회 통계 > 게시현황

1. 동호회의 게시물수 및 댓글수 통계조회를 위한 기간선택영역입니다. 기간선택 시 통계기간은 15.6과 동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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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7 동호회 가입하기

 [동호회 메인화면 및 카테고리상의 개설된 동호회리스트 가운데 가입을 원하는 동호회를 클릭했을때의 초
기화면]

1. 해당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1)동호회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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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8 동호회 개설하기

1. 동호회를 신규 개설하는 버튼입니다.

2. 사용하고자 하는 동호회명(한글 30자 이내)과 사용할 주소를 기재하는 영역. 작성 후 중복확인 버튼을 이용
하여 중복여부 체크합니다.

3. 동호회개설 후 회원가입방식을 선택합니다. 설정영역 : 즉시가입, 허가가입

4. 해당 동호회가 위치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선택영역 : 대분류 선택 후 소분류를 선택

5. 동호회에 사용될 배너이미지를 등록합니다.

6. 개설할 동호회의 간단한 설명글을 입력합니다.

7.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2)~(6)은 모두 필수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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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9 동호회 탈퇴하기

1. “나의활동”탭메뉴를 클릭. 해당 동호회에서의 나의 회원등급, 출석 및 게시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동호회탈퇴하기 버튼 실행을 하게 될 경우, 탈퇴 확인창이 뜨며 확인 클릭 시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매니저일 경우는 매니저권한을 위임한 후 탈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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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10 게시판 글쓰기

1. 해당 동호회의 전체글을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2. 전체글보기 페이지에서 게시물 신규작성 시 쓰기권한이 있는 게시판이 보여집니다.

3. (2)신규버튼 클릭하여 작성할 게시판을 선택하고 게시판 선택 시 해당 게시판의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
다.

 동호회 가입후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하여는 (1) 전체글보기 메뉴를 클릭한후 (2)신규버튼을 통하여 (3)
게시판명을 선택 한후에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4)번 영역에서 게시판 종류를 직접 선택하여 해당 게시판에서 직접 신규버튼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88

8. 동호회

8.10.1 게시판 글쓰기(상세화면)

1. 게시기한을 선택합니다. 영구/선택 양자가운데 하나를 선정. “선택”클릭 시 화면은 다음과 같이 게시물이
등록될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게시물의 옵션사항을 설정합니다.
중요공지 : 현 게시판 상단에 중요게시물로 표시됩니다.
메인공지 : [전체글보기]게시판 상단에 중요공지게시물로 표시됩니다.

3. 해당 게시물의 제목을 기재하는 영역입니다.

4. 해당 게시판의 기능을 설정하는 영역. 댓글허용여부, 스크랩허용여부, 마우스오른쪽버튼 허용여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게시물내용에 설문기능을 첨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6. 해당 게시물의 썸네일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있습니다.

7. 해당 게시물의 태그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8. 해당 게시물과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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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12 각종 기능버튼

신규로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버튼 클릭 시 신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으며 버튼 클릭 시 의견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게시물 추천기능으로 버튼 클릭 시 추천수가 업데이트됩니다.

게시글을 수정합니다. 수정버튼은 동호회 총 관리자, 매니저, 게시글작성자일 경우에만 보여집
니다.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삭제버튼은 동호회 총 관리자, 매니저, 게시글 작성자일 경우에만 보여집
니다.

해당 게시물을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등록된 게시물을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PC에 저장하며 저장시 Html문서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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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호회

8.12 각종 기능버튼

게시물 조회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버튼 클릭 시 다음과 같이 게시물 조회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과 관련된 태그를 추후 편집할 수 있는 버튼. 동호회 총 관리자, 매니저, 게시글 작성자에
게만 노출됩니다.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내가 가입한 동호회 및 운영중인 동호회의 특정게시판에 스크랩할 수 있
는 기능. 버튼 클릭 시 팝업화면에서 동호회명과 이동할 게시판을 선택 후 스크랩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Copyright(c)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page 91

8. 동호회

8.12 각종 기능버튼

게시물 쪽지발송 기능으로 버튼 클릭 시 조직도 및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팝업화면이 실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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