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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엠 STORE 스킨 편집 및 활용 방법 

store 스킨 메인페이지에는 직접 편집해서 사용해야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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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엠 STORE 스킨 편집 및 활용 방법 

1. 배너 변경 적용  
 
1. 배너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변경하여 나만의 특별한 배너 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a href 에 각 배너 클릭시 연결될 URL을 입력합니다.  
3. 배너 활용 예) 메뉴와 관련된 배너 / 이벤트 배너 / 전화걸기 배너 / 카카오톡 배너 / 1:1 상담 배너 등 

<기본 store02 스킨> <변경한 나만의 store02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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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ore 스킨 사용 / 전문가 기능 
 

쿠킹엠은 “전문가기능”을 통해 모바일홈페이지의 HTML과 CSS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P를 제공하여 파일을 자유롭게 업/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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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re02 스킨 편집방법 

 
원본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PSD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을 다운 받아서 이미지를 편집한 후 파일보관함에 올리고 소스코드에서 이미지 경로를 잡아주면 모바일홈페이지에  
나만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TP로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경우 URL은   
http://{HOST_NAME}/올린폴더/파일명  이 됩니다. 
 
만일 FTP로 접속해서 myimg 라는 폴더를 만들고 a.jpg를 올렸다면 이미지 URL은 
http://{HOST_NAME}/myimg/a.jpg  가 됩니다.  
{HOST_NAME}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cookingm으로 인식되므로 {HOST_NAME}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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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부분과 이미지 부분을 각각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권장 사양 : 212 x 103px 최적화) 

 

<다운로드 받은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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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킹엠 STORE 스킨 편집 및 활용 방법 

4.파일보관함 사용방법 
 
1. 쿠킹엠 관리자 상단의 [파일보관함]을 실행합니다. 
2. 파일보관함 왼쪽의 + 를 클릭하여 “myimg” 라는 새폴더를 만듭니다. 
3.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 컴퓨터에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myimg”폴더로 업로드 합니다. (이미지 확장자는 jpg, gif, png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주소는 “http://{HOST_NAME}/ myimg/a.jpg” 이 됩니다.(cookingm 파일보관함의 “myimg”라는 폴더에 “a”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4. 폴더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주소를 확인하셨다면 파일보관함을 종료합니다. 



Page 6 COPYRIGHT ⓒ BLUEWEB ALL RIGHT RESERVED. 

5. 전문가 기능으로 배너 편집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서 나만의 디자인을 적용한 모바일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1. PSD 파일을 다운 받아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6개 만듭니다. 
    (이미지 확장자는 jpg, gif, png 중에서 선택합니다) 
2. 파일보관함을 실행하여 1에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3. 쿠킹엠 관리자모드 왼쪽 메뉴 중 "전문가기능" 을 사용으로 클릭하여 활성화 합니다. 
4. main 편집 탭을 클릭합니다. 
5. html 소스 중에서 <img src="/_tpl/skin/skin_store02/images/11.png"> 부분을 찾아        
    “” 안의 이미지 URL을 수정합니다. ② 
6. a href “”에는 배너 클릭시 연결될 링크를 걸어줍니다. ① 

쿠킹엠 STORE 스킨 편집 및 활용 방법 

1 2 3 

              <a href="http://www.cooking.co.kr"><img src="http://{HOST_NAME}/myimg/a.jpg" alt=“쿠킹엠"/></a> 

1 2 3 “클릭시 연결될 URL”-쿠킹엠 “이미지 URL”-myimg 폴더의 a 이미지 “문자”-쿠킹엠 [예시] 

7. alt 에는 마우스 오버시 보여질 문자를 “”안에 입력합니다. ③ 
   (이미지 경로를 못찾을 경우 alt에 입력한 문자가 노출 됩니다.) 
8. 5번, 6번, 7번의 방법대로 나머지 배너 이미지 부분도 변경합니다. 
9. 적용 후 확인해 봅니다. 
 
Tip.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 메뉴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링크(a href)를 메뉴URL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벤트 배너를 만들고 이벤트 URL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화걸기 배너를 만들고 tel:02-000-0000 과 같은 링크로 바로 전화걸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배너를 만들고 카카오링크 주소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 1:1 상담 배너를 만들고 고객센터 내의 1:1상담 문의 링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