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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레스를 시작하기 전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면 생성되는 두 개의 테마 폴더

(twenty ten, twenty eleven)를 한번 열어보면, 내부에 상당히 많은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해당 테마 파일에 최적화된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워드프레스에서 제공

하는 테마 파일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blank theme이라는, 워드프레스 코드들은 전부 들어 있지만 가장 기초적

인 코드들만 들어 있는 테마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HTML5와 CSS3 기반으로 사이트를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HTML5 기반

의 blank theme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습니다.

필자가 추천하는 테마는 HTML5 Reset이라는 테마입니다(그림 5.1-3 참조).

5.1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사이트 만들기 전 

준비 작업

5장

5장에서는 3장에서 만든 사이트를 워드프레스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

스는 다른 CMS와는 달리 블로그 용으로 특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반 기업용 사이트를 만

들 경우에도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많은 부분이 모듈화가 잘 되어 있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워드프레스 용으로 플러그인과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

울특별시의 몇몇 사이트와 서울대학교 사이트들이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5장의 목표는 PHP 코드를 잘 모르는 디자이너를 위한 사이트 개발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플러그 인을 개발하거나, 기타 워드

프레스 코드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이 책에서 배울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드

프레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나오는 모든 코드들은 codex.wordpress.org에 공개된 코드들이며, 필자는 이 공개

된 코드를 기반으로 사이트에 최적화된 코드를 제공할 것입니다(물론 이보다 더 좋은 코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장을 잘 이해하면 워드프레스를 어느 정도 잘 다룰 수 있게 되며, 이런 경

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더라, 라는 지식과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프로그래머 없이도 간단한 

웹사이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이트 타이틀을 Captains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레스에

서 사이트 타이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드민 페이지(/wp-admin)에서 “설정”에 들어간 후 

“Site Title”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태그 라인에 있는 "다른 워드프레스 사이트"는 제거해 주고 

반드시 "변경 사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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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HTML5 Reset 테마 활성화 

[그림 5.1-3]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디자인도 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를 리셋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HTML5 Reset 테마는 뼈대

만 있는 상태이지, 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을 붙여주면 여러분의 사이

트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HTML5 Reset 테마 폴더를 직

접 수정하는 것보단 HTML5 Reset 테마를 하나 더 복사하고, 폴더 이름을 여러분이 임

의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은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를 비교해 보거나, 원본 

파일을 수정본과 교체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림 5.1-1] HTML5 Reset 테마 파일 제공 사이트 http://html5reset.org/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 하는 것보단, 이 책의 예제에서 5장 예제 폴더에 있는 HTML5-

Reset이라는 폴더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장에서 테마 파일 설치하는 법을 배

웠습니다.

HTML5-Reset이라는 폴더를 wamp\www\wordpress\wp-content\themes 파일로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wp-admin 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당 테마를 활성화하고(그림 

5.1-2) 결과를 보면 [그림 5.1-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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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HTML5-Reset 폴더 이름을 captains라고 변경 후 폴더 내부 내용 확인

이제 HTML5-Reset 폴더 내부에 있는 파일들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일명 역할

404.php 잘못된 URL 또는 없어진 페이지를 호출할 때 보여지는 페이지 

archive.php 글 모음 페이지, 각 월별 또는 카테고리별 글 모음 페이지 

comments.php 댓글을 담당하는 페이지 

footer.php Footer 페이지 

functions.php 테마에 없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이 페이지에 기능을 추가해 주면 작동함

header.php Header 페이지 

index.php 워드프레스에서 맨 처음 보여지는 페이지 

page.php 페이지를 생성하면 이 페이지를 호출해서 보여지게 됨

screenshot.png 테마의 스크린 샷을 담당

search.php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페이지 

searchform.php 검색 폼을 담당

sidebar.php 사이드 바

single.php 포스트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 페이지가 나타남

style.css 테마의 전체 스타일을 담당하는 CSS

[표 5.1-1] HTML5-Reset 해당 파일 역할 정리

[그림 5.1-3] HTML5 Reset 테마에 의한 워드프레스 사이트 모습 

테마 파일이 설치된 폴더에서 HTML5-Reset 폴더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Ctrl 키를 누

르고 해당 폴더를 드래그 하면 해당 폴더가 복사됩니다. [그림 5.1-4]  그 후에 폴더 명

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captainis라고 폴더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림 5.1-4] HTML5-Reset 폴더를 복사한 후 폴더 이름 변경

이제 captainis 폴더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HTML5-Reset 폴더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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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에서 screenshot.png 파일을 변경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스크린 샷 이외의 정보는 변경된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마 이

름과 만든이 정보가 The HTML5 Reset Theme와 동일합니다.

[그림 5.1-8] 설치된 테마에서 스크린 샷이 적용된 모습 

Note

이제부터 작업하는 모든 폴더는 The HTML5 Reset Theme 기반 captainis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수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폴더명을 언급하지 않고 파일명만 언급할 경우 전부 captainis 폴더에

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 제목과 테마 개발자 정보는 style.css 파일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stylec.css 파일을 열고 상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림 5.1-5]를 보면 폴더가 두 개 보입니다. languages 폴더와 _ 폴더가 보이는데, 

languages 폴더는 없어도 상관 없는 폴더(HTML5Reset의 language 폴더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고 _ 폴더는 내부에 js 폴더와 inc 폴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폴더는 _ 폴더 외부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js와 inc 폴더를 외

부로 이동하고 _ 폴더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nguages 폴더도 제거하겠

습니다. [그림 5.1-6]을 참조하세요.

[그림 5.1-6] HTML5-Reset 기반 captains 폴더 정리 후 모습 

이제 여기서 screenshot.png 파일을 포토샵 또는 이미지 편집기에서 열고, 3장에서 

사이트 제작 시 제공되는 포토샵 파일을 이용하여, captainis 웹사이트의 이미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6]과 [그림 5.1-7]을 비교해 보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1-7] screenshot.png 파일을 작업할 사이트의 이미지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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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테마의 이름과 저자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1-10] 테마를 활성화한 후 모습 

/*   
Theme Name: The HTML5 Reset Theme
Theme URI: http://html5reset.org
Description: A style-free theme to get you started on an HTML5-based 
Wordpress theme of your own.
Author: Monkey Do!
Author URI: http://monkeydo.biz
Version: 1
*/

여기서 테마 이름과 저자 그리고 테마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기타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   
Theme Name: Captainis 웹 사이트 테마

Theme URI: http://css3.zerois.net/wordpress/
Description: 워드프레스 예제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본 테마 파일 
Author: 양용석

Author URI: http://ugpapa.tisorty.com
Version: 1
*/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림 5.1-9]을 보면 이제 테마 이름과 저자 이름 등의 정보가 변

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테마 파일을 활성화해주기 바랍니다.

주의

모든 파일은 UTF-8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메모장이나 노트패드 ++ 에서 열 때 혹시 ASCII 모

드로 열렸다면 저장할 때 UTF-8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워드프레스 개발을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이제 captainis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사이트의 코

드를 넣어서 워드프레스용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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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php 파일을 한번 편집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코드 5.2-1]을 보면 약간은 복

잡해 보이는 코드들이 보일 겁니다. 이 코드가 워드프레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파일 구조입니다. 해당 주석은 바로 옆 혹은 위의 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드 5.2-1] index.php 파일 구조 

<?php get_header(); ?> <!--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
 <?php if(have_posts()) : while (have_posts()) : the_post(); ?>
 <!-- 워드프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인 loop 문입니다. -->
  <article <?php post_class() ?> id="post-<?php the_ID(); ?>">
   <h2><a href="<?php the_permalink() ?>">
<!-- permalink는 고유주소란 의미로 글 또는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해당 글 또는 페이지와 연결해 주는 역

할을 합니다. -->
   <?php the_title(); ?>
<!-- 글 제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도 글 또는 페이지의 제목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a></h2>
   <?php include (TEMPLATEPATH . '/_/inc/meta.php' ); ?>
 <!-- 이 부분은 경로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php include (TEMPLATEPATH . '/inc/meta.php' ); ?>
   <div class="entry">

5.2
index, header, 
footer, sidebar 
파일 분석

   <?php the_content(); ?> 
  <!-- 글 또는 페이지의 내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
   </div>
   <footer class="postmetadata">
    <?php the_tags('Tags: ', ', ', '<br/>'); ?>
<!-- 글 또는 페이지 작성시 추가한 태그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
    Posted in <?php the_category(', ') ?> | 
<!- 글 또는 페이지의 카테고리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
    <?php comments_popup_link('No Comments &#187;', '1 Comment 
&#187;', '% Comments &#187;'); ?>
   </footer>
  </article>
 <?php endwhile; ?> <!-- while loop문 끝 -->
 <?php include (TEMPLATEPATH . '/_/inc/nav.php' ); ?>
 <!-- 이 부분은 경로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php include (TEMPLATEPATH . '/inc/nav.php' ); ?>
 <?php else : ?> 
  <h2>Not Found</h2>
 <?php endif; ?> <!-- if loop문 끝 -->
<?php get_sidebar(); ?> <!-- 사이드 바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
<?php get_footer(); ?> <!-- 푸터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

[코드 5.2-1]을 보면 조금은 복잡하게 보이죠? 디자이너들은 이런 if문이 나오면 포기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이런 if, while 같은 php 

프로그램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문만 분리해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워드프레스의 loop문에 대한 설명은 http://codex.wordpress.org/The_Loop에 아

주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해당 웹사이트에 있는 loop문의 기초적인 내용을 인용해서 간

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hp if ( have_posts() ) : while ( have_posts() ) : the_post(); ?>
if ( have_posts() )--> 만약 포스트(글)이 있다면, 
while ( have_posts() ) : the_post(); --> 여기서부터 루프 문 시작하고 포스트 관련 내용을 보여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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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분은 포스트 내용과 관련 코드가 들어갑니다.

<?php endwhile; ?> <!-- 여기까지 while 문 -->
<?php else ?> <!-- 만약 포스트가 없다면 -->
<p><?php _e('Sorry, no posts matched your criteria.'); ?></p>  <!-- 이 내용을 

보여주고 -->
<?php endif; ?> <!-- 루프 문 끝 -->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행한 글이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글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다면, 

else 다음 내용을 보여 준 후, 루프문을 끝내라는 내용입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된 Loop Examples를 가져와서 주석을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코드 5.2-2] http://codex.wordpress.org/The_Loop에 있는 루프 예제 해석

<!-- 여기서부터 루프 문 시작 -->
<?php if ( have_posts() ) : while ( have_posts() ) : the_post(); ?>

<!-- 만약 현재의 포스트(글)에 카테고리 3이 있다고 할 경우 -->
<!-- 그렇다면 div에 "post-cat-three"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고-->
<!-- 아니면 div에 "post" 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한다. -->
 <?php if ( in_category('3') ) { ?>
           <div class="post-cat-three">
 <?php } else { ?>
           <div class="post">
 <?php } ?>

<!-- 포스트(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고유 주소로 해당 링크 사용 -->
<h2><a href="<?php the_permalink() ?>" rel="bookmark" title="Permanent Link 
to <?php the_title_attribute(); ?>"><?php the_title(); ?></a></h2>

<!-- 날짜를 보여주고(November 16th, 2009 format) 글쓴이에 대한 링크를 걸어줌 -->
<small><?php the_time('F jS, Y') ?> by <?php the_author_posts_link() ?></
small>

<!-- 포스트 내용을 div 내부에서 보여줌 -->
<div class="entry">
   <?php the_content(); ?>
 </div>

<!-- 포스트 카테고리를 콤마로 분리하여 리스트를 보여줌 -->
 <p class="postmetadata">Posted in <?php the_category(', '); ?></p>
 </div>

<!-- 여기서 루프 끝(하지만 다음 줄에 있는 else 부분 확인) -->
<?php endwhile; else: ?>

<!-- 맨 처음에 있는 if 구문을 테스트해서 어떤 포스트가 있는지 보여주고 ->
<!--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아래의 내용을 보여준다.-->
<p>Sorry, no posts matched your criteria.</p>

<!-- 여기서 진짜로 루프 끝-->
<?php endif; ?>

[코드 5.2-2]에서 좀더 쉽게 루프 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나

름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세요. 너무 머리 

싸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 이렇게 구성되는 군~!” 정도로 이해해도 됩

니다. 이제부터 이 코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끝 

날 때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ndex.php 파일을 보면 아래 코드가 보일 겁니다.

<?php get_header(); ?>
<?php get_sidebar(); ?>
<?php get_foo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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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예제를 통해서 보통 php 구문에서는 <?php include "header.php"; ?> 이

런 방식으로 모듈화 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워드프레스에서는 get_header( ); 이렇

게 header 파일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php include "header.php"; ?>와 <?php 

get_header( ); ?>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워드프레스에서도 <?php get_header( ); 

?> 대신에 <?php include "header.php"; ?>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에서 get_header( );의 ( ) 내부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get_header(news);라고 하면 header-news.php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include 

문에서는 <?php include "header-news.php";>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이 편리한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get_header( );라고 사용하는 것이 워드프레스에서 사용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get_header( );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php 파일은 전체적인 워드프레스의 구조를 잡아주는 파일입니다. 

먼저 header.php 파일을 불러오고, 루프 문을 통해 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해당 포스트를 보여주고, 없으면 없다는 표시를 한 후 sidebar.php와 footer.php 파

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index.php 파일의 구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header.php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header.php 파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코드 5.2-3] header.php 내부 내용

<!DOCTYPE html> <!-- html5의 doctype 설정 부분입니다 -->
<!-- 아래 부분은 Modernizr.를 이용하여 버전 별 IE 브라우저에서 HTML5와 CSS3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끔 처

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 -->
<!--[if lt IE 7 ]> <html class="ie ie6 no-js" <?php language_attributes(); 
?>> <![endif]-->
<!--[if IE 7 ]>    <html class="ie ie7 no-js" <?php language_attributes(); 
?>> <![endif]-->
<!--[if IE 8 ]>    <html class="ie ie8 no-js" <?php language_attributes(); 
?>> <![endif]-->
<!--[if IE 9 ]>    <html class="ie ie9 no-js" <?php language_attributes(); 
?>> <![endif]-->
<!--[if gt IE 9]><!--><html class="no-js" <?php language_attributes(); 
?>><!--<![endif]-->
<!-- the "no-js" class is for Modernizr. -->

<!-- head 부분에 id에 있는 www-sitename-com은 현재 사이트 명으로 변경해 주시고, data-template-
set에는 테마 이름을, profile에는 해당 내용을 적어도 되고, head만 남기고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
<head id="www-sitename-com" data-template-set="html5-reset-wordpress-theme" 
profile="http://gmpg.org/xfn/11">

<!?charset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utf-8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건들지 말고 놔두세요. 워드프레스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
 <meta charset="<?php bloginfo('charset'); ?>">
 <!-- 아래 부분은 IE9을 사용할 때, 호환성 보기를 눌러 버리면, IE7 모드로 변경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막아주

는 역할을 하는 meta 태그입니다. 심지어 크롬에서 서드파티로 IE 렌더링 엔진을 플러그 인처럼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에

도 최신 버전의 IE로 웹 페이지를 렌더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절대 삭제 금지!! -->
 <!-- Always force latest IE rendering engine (even in intranet) & Chrome 
Frame -->
 <meta http-equiv="X-UA-Compatible" content="IE=edge,chrome=1">
 <!--  검색을 통한 로봇(구글과 같은 서치 엔진의 로봇) 검색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php if (is_search()) { ?>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nofollow" /> 
 <?php } ?>
       <!-- 타이틀 부분을 나타내 주는 곳입니다. -->
       <!-- 3장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보면 항상 타이틀이 고정되었지만,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각 페이지

의 제목이 타이틀에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절대 수정이나 삭제 금지 -->
 <title>
     <?php
        if (function_exists('is_tag') && is_tag()) {
           single_tag_title("Tag Archive for &quot;"); echo '&quot; - '; 
}
        elseif (is_archive()) {
           wp_title(''); echo ' Archive - '; }
        elseif (is_search()) {
           echo 'Search for &quot;'.wp_specialchars($s).'&quot; - '; }
        elseif (!(is_404()) && (is_single()) || (is_page())) {
           wp_title(''); echo ' - '; }
        elseif (is_404()) {
           echo 'Not Found - '; }
        if (is_home()) {
           bloginfo('name'); echo ' - '; bloginfo('description'); }
        else {
            bloginfo('name'); }
        if ($paged>1) {
           echo ' - page '. $pag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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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타이틀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하나의 페이지의 제목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

다. -->
 <meta name="title" content="<?php
        if (function_exists('is_tag') && is_tag()) {
           single_tag_title("Tag Archive for &quot;"); echo '&quot; - '; 
}
        elseif (is_archive()) {
           wp_title(''); echo ' Archive - '; }
        elseif (is_search()) {
           echo 'Search for &quot;'.wp_specialchars($s).'&quot; - '; }
        elseif (!(is_404()) && (is_single()) || (is_page())) {
           wp_title(''); echo ' - '; }
        elseif (is_404()) {
           echo 'Not Found - '; }
        if (is_home()) {
           bloginfo('name'); echo ' - '; bloginfo('description'); }
        else {
            bloginfo('name'); }
        if ($paged>1) {
           echo ' - page '. $paged; }
     ?>">
　　　　<!-- 아래 하단 부분은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google-site-verification 

부분은 구글 웹 마스터 사이트에서 사이트를 등록하면 대체 방법에 HTML 태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메타 태

그를 content="" 내부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
 <meta name="description" content="<?php bloginfo('description'); ?>">
 <!-- 아래의 코드는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
 <meta name="google-site-verification" content="">
 <!-- Speaking of Google, don't forget to set your site up: http://
google.com/webmasters -->
 <!-- 아래의 코드는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
 <meta name="author" content="Your Name Here">
 <meta name="Copyright" content="Copyright Your Name Here 2011. All 
Rights Reserved.">
 <!-- 아래의 코드는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
 <!-- Dublin Core Metadata : http://dublincore.org/ -->
 <meta name="DC.title" content="Project Name">
 <meta name="DC.subject" content="What you're about.">
 <meta name="DC.creator" content="Who made this site.">
 <!-- 모바일용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는 주석 처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웹

사이트가 전부 만들어진 후 모바일 용 사이트로 변환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
 <!--  Mobile Viewport meta tag

 j.mp/mobileviewport & davidbcalhoun.com/2010/viewport-metatag 
 device-width : Occupy full width of the screen in its current 
orientation
 initial-scale = 1.0 retains dimensions instead of zooming out if page 
height > device height
 maximum-scale = 1.0 retains dimensions instead of zooming in if page 
width < device width -->
 <!-- Uncomment to use; use thoughtfully!
 <meta name="viewport" content="width=device-width,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
 <!-- 아래는 파비콘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웹 브라우저 URL 부분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아이콘을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경로 중에 /_/ 부분은 /로 변경하겠습니다.

bloginfo('template_directory'); 라는 곳은 현재 테마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말합니다. 
  -->
 <link rel="shortcut icon" href="<?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_/img/favicon.ico"> ?>/img/favicon.ico">
 <!-- This is the traditional favicon.
   - size: 16x16 or 32x32
   - transparency is OK
   - see wikipedia for info on browser support: http://mky.be/favicon/ 
-->
 <!-- 아래의 코드는 애플 아이폰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이폰에서 사파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바로 가기를 

바탕화면에 만들 경우 보여지는 아이콘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의 아이콘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
 <link rel="apple-touch-icon" href="<?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_/img/apple-touch-icon.png"> ?>/img/apple-touch-icon.png">

 <!-- The is the icon for iOS's Web Clip.
   - size: 57x57 for older iPhones, 72x72 for iPads, 114x114 for 
iPhone4's retina display (IMHO, just go ahead and use the biggest one)
   - To prevent iOS from applying its styles to the icon name it 
thusly: apple-touch-icon-precomposed.png
   - Transparency is not recommended (iOS will put a black BG behind 
the icon) -->
 
 <!-- CSS: screen, mobile & print are all in the same file -->
　　　　<!-- CSS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 bloginfo('stylesheet_url') 라는 곳은 현재 테마의 루트 디렉토리를 말합니다. -->
　　　　<link rel="stylesheet" href="<?php bloginfo('stylesheet_url'); ?>">
  <!-- all our JS is at the bottom of the page, except for Modernizr. 
-->
 <script src="<?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_/js/moderni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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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in.js"> ?>/js/modernizr-1.7.min.js"></script>
 <!-- 여기는 핑백 URL과 댓글에 대한 리플 관련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
 <link rel="pingback" href="<?php bloginfo('pingback_url'); ?>" />  
 <?php if ( is_singular() ) wp_enqueue_script( 'comment-reply' ); ?>
 <?php wp_head(); ?>
 
</head>
<!-- 실제 바디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부터입니다. -->
<body <?php body_class(); ?>> 
 <div id="page-wrap">  <!-- 3장에서 만든 사이트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
 <!-- 아래 부분은 수정할 예정입니다. 원본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
 <header id="header">
   <h1><a href="<?php echo get_option('home'); ?>/"><?php 
bloginfo('name'); ?></a></h1>
   <div class="description"><?php bloginfo('description'); ?></div>
  </header>

[코드 5.2-3]을 보면 조금은 코드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설정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body <?php body_class( ); ?>> 이하 코드만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둬도 전혀 문제 없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header.php 내부를 보면 modernizr-1.7.min.js라는 자바스크립트가 하나 보이는데, 해당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은 현재 사용 중인 웹 브라우저에서, HTML5와 CSS3의 속성 중 어떤 속성을 지원하는지 확

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별로 지원되지 않는 속성을 예외 처리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림 5.2-1] 모더나이즈를 적용한 후 IE9의 개발자 도구에서 IE9을 지원하는 속성과 지원하지 않는 속성

이 나타남.

여기서 잠깐

그리고 모더나이즈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HTML5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HTML5 태그

를 지원합니다. 현재(2012년 10월) 최신 버전의 모더나이즈는 2.6.2입니다. 따라서 [코드 5.2-3]에 있

는 모더나이즈 버전 또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script src="<?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js/modernizr-
1.7.min.js"></script>
<script src="<?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js/modernizr-
2.6.2-min.js"></script>

모더나이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modernizr.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핑백(pingback)이란?

핑백은 포스트에 언급된 링크를 해당 포스트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블로그’

에 관한 포스트를 작성하다가 B가 작성한 ‘워드프레스의 이해’이라는 포스트를 자신의 포스트에 링크

하여 글쓰기를 완료하면 B가 쓴 ‘워드프레스의 이해’ 포스트에 핑백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핑백은 

트랙백처럼 트랙백 주소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트랙백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sidebar.php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5.2-4] sidebar.php 내용

<div id="sidebar">
<!-- 다이나믹 사이드 바는 어드민에서 컨트롤하는 위젯 방식의 사이드바를 의미합니다. -->
<!--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만들려고 하는 블로그 페이지에서는 유용하지만, 다른 페이지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

분입니다. --> 
<!-- 다이나믹 사이드바가 있다면, 다이나믹 사이드바를 사용하고 아닐 경우-->
    <?php if (function_exists('dynamic_sidebar') && dynamic_sidebar('Sidebar 
Widgets')) : else : ?>
          <!-- All this stuff in here only shows up if you DON'T have any 
widgets active in this zone -->
<!-- 아래의 내용을 출력하라 -->
     <?php get_search_form(); ?> <!-- 검색 폼을 보여 주는 곳입니다. -->
        <?php wp_list_pages('title_li=<h2>Pages</h2>' ); ?>
        <h2>Archives</h2>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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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이브(글 모음)를 보여 주는 곳 -->
      <?php wp_get_archives('type=monthly'); ?>
     </ul>
        
        <h2>Categories</h2>
        <ul>
　　　　<!-- 카테고리를 보여 주는 곳 -->
    <?php wp_list_categories('show_count=1&title_li='); ?> </ul>
        <?php wp_list_bookmarks(); ?>
　　　　    
     <h2>Meta</h2>
     <ul>
　　　　<!-- 메타 정보를 보여 주는 곳 -->
      <?php wp_register(); ?>
      <li><?php wp_loginout(); ?></li>
      <li><a href="http://wordpress.org/" title="Powered by WordPress, 
state-of-the-art semantic personal publishing platform.">WordPress</a></li>
      <?php wp_meta(); ?>
     </ul>
     
     <h2>Subscribe</h2>
     <ul>
　　　　<!-- RSS 및 코멘트 정보를 보여 주는 곳 -->
                <li><a href="<?php bloginfo('rss2_url'); ?>">Entries (RSS)</
a></li>
      <li><a href="<?php bloginfo('comments_rss2_url'); ?>">Comments 
(RSS)</a></li>
     </ul>
 
 <?php endif; ?>

</div>

[코드 5.2-4]에서 소개된 sidebar.php는 워드프레스에 내장된 위젯 기능을 사용하거

나 사용자 임의로 사이드 바를 꾸밀 경우 유용합니다. [코드 5.2-4]의 sidebar.php 파

일의 경우 3장에서 만든 예제 사이트에서의 블로그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드 5.2-4]는 블로그 페이지를 만들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oter.php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5.2-5] footer.php 내용 

  <footer id="footer" class="source-org vcard copyright">
   <small>&copy;<?php echo date("Y"); echo " "; bloginfo('name'); 
?></small> <!-- 이 부분은 copyright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
  </footer>
 </div>
 <?php wp_footer(); ?>

<!-- here comes the javascript -->

<!-- jQuery is called via the Wordpress-friendly way via functions.php -->
<!-- this is where we put our custom functions -->
<!-- jQuery를 js 폴더에 있는 function.js에 포함시켜 구동시킵니다.

여기서도 /_/ 폴더명은 변경해 줍니다. -->
<script src="<?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_/js/functions.js"></
script>
<script src="<?php bloginfo('template_directory'); ?>/js/functions.js"></
script>
<!-- 하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분석 스트립트입니다. -->
<!-- 상당히 정교하교 정확하게 방문자 분석을 해줍니다. 해당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UA-XXXXXX-XX에 대한 값을 교체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oogle.com/analytic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도 사용하고 있고 추천하는 

웹 분석 도구입니다. -->
<!-- Asynchronous google analytics; this is the official snippet.
  Replace UA-XXXXXX-XX with your site's ID and uncomment to enable.
  
<script>

  var _gaq = _gaq || [];
  _gaq.push(['_setAccount', 'UA-XXXXXX-XX']);
  _gaq.push(['_trackPageview']);

  (function() {
    var ga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ga.type = 'text/javascript'; 
ga.async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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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rc = ('https:' == document.location.protocol ? 'https://ssl' : 
'http://www') + '.google-analytics.com/ga.js';
    var s = document.getElementsByTagName('script')[0]; s.parentNode.
insertBefore(ga, s);
  })();

</script>
-->
</body>
</html>

[코드 5.2-5]는 footer 내부에 있는 소스코드입니다. footer와 sidebar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header 부분도 상단 코드를 제외하고는 아주 평이한 수준으

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한 부분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5.3절에서 index.php 파일을 이용하여 header, sidebar, footer 내용을 3장

에서 만든 사이트를 기반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시작하는 예제 파일은 “3장 예제 완성”이란  폴더를 참조해서 작업할 것입니

다. 3장 예제 완성 폴더는 3장 예제를 통해 작업한 HTML과 CSS 파일 및 부속 파일들을 

따로 모아 정리한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웹 페이지가 구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절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3장을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5장 처음부터 다

시 학습하신 후 5.3절을 학습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notepad++(다운로드는 http://notepad-plus-plus.org/)라

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길 권합니다. 윈도우 사용자에게만 해당되며, 맥 사용자는 

textwrangler(무료) 또는 Textmate(유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notepad++는 무

료이며 굉장히 가볍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3장에서 작업했던 내용 중 web-fonts, themes, images, css 폴더를 

captainis 폴더에 복사합니다. 

5.3
header, footer 

파일 수정하여 

index.php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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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3장에서 작업했던 폴더 복사 

그리고 css 폴더 내부에 있는 style.css 파일 또한 captainis 루트 폴더에 복사하는

데, 원본 style.css 파일은 style.css.back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 작업했던, 즉 현재 captainis 루트에 있는 style.css를 notepad++

로 열어줍니다.

style.css 파일을 열어보면 이미지 경로가 url(../images/background.jpg);과 

url('../web-fonts/ColabLig-webfont.eot');과 같이 ../images/ 형태로 되어 

있는 경로를 images/ 또는 web-fonts/와 같이 앞에 있는 ../ 부분을 제거합니다. 

notepad++에서 Ctrl + F 키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림 5.3-1] images 경로 바꾸기

[그림 5.3-2] images 및 web-fonts 경로 변경 전 후 모습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현재 style.css 파일이 css 폴더에서 루트 폴더로 변경되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테마에 있는 captainis 폴더에 있는 header.php 파일과 3장

에서 작업한 header.php 파일을 나란히 notepad++에서 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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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왼쪽은 3장에서 작업된 header.php 파일, 오른쪽은 워드프레스 header.php 파일

3장에서 작업한 header.php 파일 중에서 <div id="page-wrap">부터 시작해서 

<div id="main-content">까지 내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header.

php 파일 맨 하단에 붙혀 넣습니다. [코드 5.3-1]에서 취소선으로 그은 부분을 삭제하

고 저장합니다.

[코드 5.3-1] header.php 파일 수정하기

<body <?php body_class(); ?>> 
 <div id="page-wrap">
  <header id="header">
   <h1><a href="<?php echo get_option('home'); ?>/"><?php 
bloginfo('name'); ?></a></h1>
   <div class="description"><?php bloginfo('description'); ?></div>
  </header>
  
<!-- 여기까지가 원래 header 부분 소스코드 -->
<!-- 아래의 코드는 3장에서 작업한 소스코드 -->  
<div id="page-wrap">
  <header>
     <h1><a href="./"><span>captainis</span></a></h1>
        <form  id="searchform" method="get">

            <input type="search" placeholder="검색어" class="in_box">
            <input type="submit" value="검 색" class="smt_btn">
  </form>
        <nav>
         <ul>
             <li><a href="company.php">company</a></li>
                <li><a href="products.php">products</a></li>
                <li><a href="#">support</a></li>
                <li><a href="news.php">news</a></li>
                <li><a href="blog.php">blog</a></li>
            </ul>        
        </nav>
  </header>
    <div id="main-content">

여기까지 수정한 결과 화면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style.css 파일과 header.php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그림 5.3-4] style.css 파일과 header.php의 일부를 수정한 결과 화면 

[그림 5.3-4]에서 보면 회사 로고 부분은 현재도 텍스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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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에 <span> </span>으로 감싼 부분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작업하는 header.php 파일에도 적용해 줍니다.

<h1><a href="<?php echo get_option('home'); ?>/"> <?php bloginfo('name'); 
?> </a></h1>

위의 코드에서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 <span></span>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합

니다.

<h1><a href="<?php echo get_option('home'); ?>/">
<span><?php bloginfo('name'); ?></span></a></h1>

[그림 5.3-5]를 보면 회사 로고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작업한 header 파일에는 검색 폼이 있었는데, [코드 5.3-1]을 보면 워

드프레스로 가지고 오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신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검

색 폼을 넣을 것입니다. 5.2장 [코드 5.2-4]에 있는 sidebar.php 내부에 있는 <?php 

get_search_form( ); ?> 부분을 검색이 있던 자리에 위치해 줍니다.

<header id="header">
   <h1><a href="<?php echo get_option('home'); ?>/"><span><?php 
bloginfo('name'); ?></span></a></h1>
   <?php get_search_form(); ?>
        <nav>

여기서 get_search_form( );은 searchform.php를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림 5.3-5] 회사 로고가 위치하는 h1 부분에 span 추가 및 검색 폼 추가 후 모습

이제 searchform.php 파일 열어 봅니다.

[코드 5.3-2] searchform.php 파일 내부 모습

<form action="<?php bloginfo('siteurl'); ?>" id="searchform" method="get">
    <div>
        <label for="s" class="screen-reader-text">Search for:</label>
        <input type="search" id="s" name="s" value="" />
        <input type="submit" value="Search" id="searchsubmit" />
    </div>
</form>

3장에서 header 부분에 있던 검색 폼은 다음의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드 5.3-3] 3장 header에 있는 검색 폼 부분

<form  id="searchform" method="get">
            <input type="search" placeholder="검색어" class="in_box">
            <input type="submit" value="검 색" class="smt_btn">
</form>

따라서 [코드 5.3-2]와 [코드 5.3-3]을 비교하여 [코드 5.3-2]에 있는 부분을 [코드 

5.3-3]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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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5.3-4] 변경된 searchform.php 파일 내부 모습

<form action="<?php bloginfo('siteurl'); ?>" id="searchform" method="get">    
        <input type="search" id="s" name="s" value="" placeholder="검색어" 
class="in_box">
        <input type="submit" value="검 색" id="searchsubmit" class="smt_btn">
</form>

[그림 5.3-6]을 보면 전체적으로 헤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그림 5.3-6] 대략적인 모습이 잡힌 헤더 부분 

이제 sidebar 부분은 제외하고 footer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Q&A

Q.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존 사이트를 쉽게 워드프레스로 포팅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책만 잘 학습하면요….

A. 네, 이 책만 잘 따라 하시면 기존의 어떤 사이트든 쉽게 워드프레스로 포팅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

는 현재까지 나온 CMS 중 가장 쉽고 구조적으로 잘 정립된 도구이며 배우기 쉽습니다.

[코드 5.3-5] footer.php 파일 수정

<footer id="footer" class="source-org vcard copyright">
<small>&copy;<?php echo date("Y"); echo " "; bloginfo('name'); ?></small>
</footer>
</div>
…하단 생략…
<!-- 위의 내용은 원본 footer 파일 내용이며 아래의 내용은 3장 원본을 기반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
</div>
  <div class="clear"></div>
    <footer>
    Contact : contact@captainis.com or tel. 82-2-123-4567 fax. 82-2-456-
9874<br>
 All Contents Copyright &copy;<?php echo date("Y"); echo " "; 
bloginfo('name'); ?> Co, ltd.
    </footer>
</div><!-- 여기는 페이지 wrap -->
…하단 생략…

[그림 5.3-7]을 보면 header와 footer 부분을 수정하여 대략적으로 완성된 index.

php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3-7]은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수정

할 부분은 많습니다.

이제 index.php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파일 이름은 home.php 파일로 저장합

니다.

현재 테마 폴더에는 home.php 파일이 없는데, home.php 파일은 말 그대로 홈을 말하

는 사이트의 프론트 페이지입니다. home.php 파일이 없는 경우 워드프레스는 index.

php 파일을 프론트 페이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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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전체적으로 완성된 index.php 파일 모습

현재 수정되지 않은 home.php 파일은 index.php 파일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home.php 파일을 열어 get_header와 get_footer 부분

을 남기고 전부 삭제합니다. 

[그림 5.3-8]을 보면 [그림 5.3-7]과는 달리 내부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header.php 파일과 footer.php 파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5.3-8]처럼 보여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일단 home.php 페이지는 회사 소개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나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home.php 파일을 이 상태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5.3-8] home.php 파일 모습

Q&A

Q. 처음부터 home.php를 만들고 지울 것 지우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빙 돌아온 느낌인데요?

A. home.php 파일은 사실 블로그 만들 때 없어도 되는 파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업용 웹 사이트

처럼 첫 페이지가 정적인 페이지인 경우 home.php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워드프레스는 모든 파일

이 최종적으로는 index.php 파일로 귀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ndex.php 파일을 먼저 

만들고 만들어진 index.php 파일을 응용하여 다른 템플릿 또는 home.php 파일을 만들어야 작업이 훨

씬 수월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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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절에 들어가기 전에 어드민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샘플 페이지”

라는 것을 삭제하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는 wp-admin에 들어가

서 페이지 → 새로운 페이지를 클릭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먼저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템플릿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 

페이지란 같은 모양의 페이지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미리 지정해 놓

은 페이지를 말합니다. 

먼저 index.php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이름의 company-template.php 파일로 이름

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코드 5.4-1]과 같이 삽입합니다.

[코드 5.4-1] company-template.php 파일

<?php
 /*
 Template Name: 회사 소개 템플릿 페이지 ➊

*/
?>

5.4
회사 소개 

페이지 만들기

<?php get_header(); ?>
 <?php if (have_posts()) : while (have_posts()) : the_post(); ?>
… 하단 코드 생략…

<?php /* ~ */ ?> 안에 있는 ➊ 부분이 템플릿 페이지를 지정하는 곳이며, ‘회사 소개 

템플릿 페이지’가 템플릿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 페이지를 생

성하게 되면 [그림 5.4-1]에서 어드민 화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속성 중 “템플릿 > 드

롭다운” 메뉴에서 “회사 소개 템플릿 페이지”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5.4-1] 템플릿 페이지를 지정해 줄 수 있음

이제 다시 3장에서 company.php 파일을 열어보면 전체적인 구조는 [코드 5.4-2]와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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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5.4-2] 3장 company.php 파일 내부 구조 

<?php include './header.php'; ?> ➊

  <h1 id="compnay_head">about company</h1>            
    <article>
      <h2>회사소개</h2>
       <figure><img src="images/photo1.jpg" width="271" height="181"></figure> 
       <p> 레이아웃만 참조하세요 내용은 "홍길동 전" 입니다.</p>
       <p>주인공 홍길동은 … 중간 생략…나라를 잘 다스린다. </p>      
    </article> 
<?php include './sidebar-company.php'; ?> ➌

<?php include './footer.php'; ?> ➋

[코드 5.4-2]를 보면 ➊은 <?php get_header( ); ?>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➋ 또

한 <?php get_footer( ); ?>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➌은 <?php get_

sidebar( ); ?>를 사용하면 sidebar.php를 호출하지, sidebar-company.php 파일

을 호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idebar-company.php를 호출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

을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 5.4-2]에서 보이는 sidebar-company.php 파일은 회사 소개와 관련된 페이지

에서만 보이는 사이드 바입니다. 일단 3장에서 만든 sidebar-company.php 파일을 

워드프레스 captainis 폴더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company-template.php 내부에 

있는 <?php get_sidebar( ); ?>를 <?php get_sidebar(company); ?>로 같이 변경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company-template.php를 사용하는 템플릿 페이지는 사이드 

바 부분에서는 sidebar-company.php 파일을 불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company-template.php에는 회사 소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설정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코드 5.4-3]과 같이 수정합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는 메타 정보 및 

블로그에 필요한 태그 정보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 코드들은 전부 제거합니다.

[코드 5.4-3] company-template.php 파일 구조 

<?php
/*
 Template Name: 회사 소개 템플릿 페이지

*/
?>
<?php get_header(); ?>
  <h1 id="compnay_head">about company</h1>   
 <?php if (have_posts()) : while (have_posts()) : the_post(); ?>
  <article <?php post_class() ?> id="post-<?php the_ID(); ?>">
   <h2><a href="<?php the_permalink() ?>"><?php the_title(); ?></
a></h2>
   <?php include (TEMPLATEPATH . '/inc/meta.php' ); ?>

   <div class="entry">
    <?php the_content(); ?>
   </div>
   <footer class="postmetadata">
    <?php the_tags('Tags: ', ', ', '<br>'); ?>
    Posted in <?php the_category(', ') ?> | 
    <?php comments_popup_link('No Comments &#187;', '1 Comment 
&#187;', '% Comments &#187;'); ?>
   </footer>
  </article>

 <?php endwhile; ?>
 <?php include (TEMPLATEPATH . '/inc/nav.php' ); ?>
 <?php else : ?>
  <h2>Not Found</h2>
 <?php endif; ?>

<?php get_sidebar(company); ?>
<?php get_footer(); ?>

이제 Add New Page에서 제목은 “회사소개”로, 텍스트 편집기에서는 “보여주기”가 아

닌 “HTML”을 클릭한 후 내용을 입력하는데, <article>과 </article> 내부에 있는 

코드만 입력해 줍니다. 단 <h2>회사소개<h2> 부분은 입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템플릿 

부분이 회사소개 템플릿 페이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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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회사소개 페이지 만들기 

마지막으로 고유주소 부분을 [그림 5.4-2]에서 고유주소 부분에 있는 “편집”이란 버튼

을 누르면 [그림 5.4-3]처럼 나타나며, 고유주소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

기서 “고유주소 변경”이라는 버튼이 나오면 그 버튼을 눌러서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하여 

고유주소 설정을 해줍니다. 고유주소 설정은 일단 “글 이름”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림 5.4-3] 고유주소 명칭 변경하기

고유주소를 변경한 후 반드시 “공개하기” 버튼을 눌러 주기 바랍니다.

[그림 5.4-4] 회사소개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 

이제 [그림 5.4-4]에서 보이는 View Page 버튼을 눌러 봅니다.

[그림 5.4-5]을 보면 완성된 회사소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URL에는 http://

localhost/company/로 되어 있고 타이틀 부분에는 “회사소개 ? Captainis”라고 표

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회사소개 내부에 있는 그림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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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아직 미 완성된 회사소개 페이지 

회사 소개 내부에 있는 그림은 템플릿을 변경하더라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워드프레스의 테마가 있는 디렉토리에 있을 경우 해당 테마를 삭제하면 같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그림은 wamp 서버가 설치된 루트 디렉토리에 images란 폴

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에 이미지를 넣어 줍니다. 그 후 wp-admin 페이지로 이동해서 

“페이지 > 회사소개 페이지”를 클릭한 후 해당 이미지의 경로를 <img src="images/

photo1.jpg"에서 <img src="/images/photo1.jpg"로 변경한 후 반드시 화면 오른

쪽에 있는 갱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에 View Page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를 

보면 [그림 5.4-6]와 같이 완성된 회사소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메인 메뉴들과 서브 메뉴에 대한 링크를 걸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회사소개 페이지는 company-template.php 기반으로 웹 페이지가 

구축된 상태인데, 각각의 메뉴에 일일이 링크를 걸어 주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습

니다. 왜냐하면 해당 페이지에서 메뉴에 대한 링크를 따로 수정해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5.4-6] 완성된 회사 소개 페이지 

그렇다면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메뉴명을 생성하고 링크를 걸어주

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드프레스에서는 “외모 > Menus”라는, 메뉴를 

편리하게 생성해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페이지에서는 각 메뉴들을 HTML 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모 > Menus”

에 메뉴를 생성한다고 해서 메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메뉴가 위치한 곳은 header.php 파일입니다. 따라서 메인 메뉴의 경우 header.php 

파일에 메인 메뉴가 위치해 있으며, 회사소개 부분에 있는 sidebar 메뉴는 sidebar-

company.php 내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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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wp_nav_menu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wp_nav_menu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메뉴를 생성할 때마다 일일이 수작

업으로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워드프레스에서 알아서 생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림 5.4-7] 사용자 메뉴를 생성해 주는 Menus 페이지

먼저 header.php 파일을 열어서 nav 메뉴가 있는 부분의 코드를 변경합니다.

[코드 5.4-4] header.php 파일에서 메인 메뉴가 있는 부분 코드 수정 

<nav>
        <ul>
                <li><a href="company.php">company</a></li>
                <li><a href="products.php">products</a></li>
                <li><a href="#">support</a></li>
                <li><a href="news.php">news</a></li>

                <li><a href="blog.php">blog</a></li>
             <?php wp_nav_menu(array('menu' => 'Main Nav Menu'));?>
         </ul>
</nav>

이렇게 “변경 페이지 >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View Page를 눌러 보면 다음과 같은 화

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영문 메뉴는 전부 사라지고 “회사소개”라는 메뉴 하나만 나타납

니다.

[그림 5.4-8] 메인 메뉴 부분이 수정됨

이렇게 된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