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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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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템플릿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란?

 기관에서 홈페이지 템플릿 디자인 중 1종을 선택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신청하면 정보통신처에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커스터마이징 한 후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 대학(원), 소속 학과/전공, 교수 연구실, 기관, 사업단

 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규정에 포함된 기관

 사업단 : 홈페이지 신청 시 산학협력단의 협조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사업단

3. 신청방법 : 유레카통합행정 신청 메뉴 이용

 교원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일반행정 → 홈페이지(템플릿)구축신청

 직원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 유레카통합행정 → 마이유레카 → 마이행정 → IT → 홈페이지(템플릿)구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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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페이지 신청 시 입력 정보

구분

기관명

[필수] 홈페이지 용도에 따라 선택

[필수] 구분에 따른 명칭 입력 : 대학(원)명, 학과/전공명, 교수 소속 및 이름, 사업단명 등

1

2

템플릿 종류

홈페이지 언어

[필수] [템플릿조회]를 클릭하여 디자인 조회 및 선택 : 템플릿은 홈페이지 구축 후 변경 불가

[필수] 한국어, 영어, 기타(직접 입력) 중에서 선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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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계속)

홈페이지 사용 종료일자 [선택] 홈페이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력, 사업단 홈페이지는 필수 입력5

홈페이지 ID [필수] 홈페이지 주소(http://my.ewha.ac.kr/id)에 이용되는 정보, 입력 후 [중복확인] 클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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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페이지 신청 시 입력 정보 (계속)

홈페이지 제목 [필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용될 홈페이지 제목 입력8

메뉴구성도 [필수]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등록10

홈페이지 관리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발급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할 담당자 정보 입력11

기존 홈페이지 주소 [선택] 기존에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입력7

요구사항 [선택] 커스터마이징 요청사항(메인화면 구성, 배너, 슬로건 등) 작성9

I.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안내 (계속)

5. 결재선 설정

 신청 기관의 장이 최종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 : 교수 본인이 연구실 홈페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안자 전결 처리

 사업단 홈페이지는 산학협력단의 협조 결재를 받은 후

신청 기관의 장이 최종 결재하여야 함

메뉴구성도 샘플파일 미리보기

http://cms.ewha.ac.kr/upload/homepage_apply_menu.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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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템플릿 디자인 A1_Green, A1_Blue, A1_Beige

II. 템플릿 디자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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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템플릿 디자인 A2_Green, A1_Blue, A1_Pink

II. 템플릿 디자인 소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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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템플릿 디자인 A3_Green, A3_Orange, A3_Purple

II. 템플릿 디자인 소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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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템플릿 디자인 A4_Green, A4_Purple, A4_Blue

II. 템플릿 디자인 소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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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템플릿 디자인 A5_Green, A5_Blue, A5_Gray

II. 템플릿 디자인 소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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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템플릿 디자인 A6_Green, A6_Blue, A6_Mint. A6_Beige

II. 템플릿 디자인 소개 (계속)



12

메인 이미지 및 슬라이딩 방식 변경

슬로건 텍스트 및 위치 변경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메인 색상 변경

게시판, 배너 등의 위치 및 개수 변경

연결되는 게시판 종류 변경

하단 영역 통합 또는 삭제

배너 디자인, 위치, 크기 변경

로고 변경
메뉴구성도 기반으로 메뉴 구성

1 12

2

3

3

III. 커스터마이징 가능 요소 (정보통신처 지원)

1. 메인화면 디자인 및 구성 변경 지원

2. 서브화면 구성 및 기능 적용

 사용자 선택에 따라 콘텐츠, 게시판, 인물소개, 교수소개 등의 기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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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커스터마이징 가능 요소 (정보통신처 지원, 계속)

2.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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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커스터마이징 가능 요소 (정보통신처 지원, 계속)

2.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징 사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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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커스터마이징 가능 요소 (정보통신처 지원, 계속)

2.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징 사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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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관리(HTML빌더)

- 에디터에서 텍스트, 이미지, 하이퍼링크 등을 입력하면 HTML로 자동 변환하여 콘텐츠로 서비스 됨

2. 게시판 : 일반게시판, 앨범게시판, 동영상게시판

3. 인물소개 : 사진 및 관련 정보(소속, 이름, 연락처 등) 등록/관리

4. 이미지슬라이드, 배경슬라이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미지 추가/변경/삭제

5. 팝업 : 팝업 창 제작 및 게시

6. 배너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이미지 추가/변경/삭제

7. 교수소개 : 메인 홈페이지의 교수진을 대학(원) 또는 학과/전공 별로 연동하여 사용

8. 연혁 : 연혁 등록/관리

9. 찾아오시는 길 : 위치(위도 및 경도)를 설정하여 Daum 지도 및 로드맵 사용

10. 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화뉴스 : 메인 홈페이지의 국문/영문 공지사항, 이화뉴스 연동 서비스

IV.  템플릿 기본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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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구축 시 콘텐츠관리기능(HTML빌더)가 이미 적용되어 있음

2.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각 페이지 별로 [제목추가] 또는 [내용추가]를 클릭하여 콘텐츠 등록

V.  홈페이지 콘텐츠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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