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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PHP와 MySQl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 기반의 콘텐츠 관리시스템인 워드프레스(Wordpress)를 설치하

고 이를 기반으로 쇼핑몰을 구축 한다. 워드프레스는 각종 테마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고 수

많은 플러그인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우커머스(Woocommerce)라는 플러그인 설치하여 

상품의 주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쿠폰을 등록할 수 있고 ‘보고서’라는 기능을 통해 이들에 대한 내용을 관리·분석할 수 있으

며, 상품을 추가, 삭제, 수정 할 수 있으며 재고관리도 가능한 쇼핑몰을 구축한다.

키워드: 워드프레스(WordPress),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쇼핑몰 웹사이트(Shopping 
Mall Website)

I. 서 론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블로

그, 티스토리 등 웹 홈페이지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웹 홈페이지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기능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유롭게 홈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을 설치형 블

로그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설치형 블로그는 나만의 홈페이

지를 제작하고 웹 서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고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서 자유롭

게 원하는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이 설치형 블로그의 대표적인 

개발도구가 워드프레스이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 웹 사이트 22%를 만들어낸 오픈 소스 기

반의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소프트웨어로 PHP와 MySQL의 

언어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웹 사이

트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 위에 다양

한 테마와 플러그인으로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쇼핑몰에 필요한 플러그인 설치하여 상품 주문 

추가, 삭제, 수정 내역 확인 뿐만 아니라 쿠폰 등록 등 관리·분석할 

수 있으며, 재고관리가 가능한 쇼핑몰을 구축한다.

II. 오픈소스 콘텐츠관리시스템 고찰

1. 워드프레스의 장점

워드프레스는 누구나 손쉽고 자유로운 편집·운영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밍이나 HTML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도 누구나 

기본적인 수정이나 메뉴의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콘텐츠 관

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구조로 되어 있

으며 크게 다섯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 
기본 관리자 기능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포스트를 발행하고 페

이지를 구축하고 메뉴를 설정하며 미디어, 댓글 등을 관리하는 기

능 정도로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강력한 플러그인 시스

템을 제공한다. 워드프레스에 2014년 6월 현재 등록된 플러그인

은 3만 1435개에 이른다. 수 많은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으며, 원하는 기능으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 그 기능을 갖춘 플러

그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라도 플러그인을 통해 추

가할 수 있다.
워드프레스에 등록된 테마는 2570개 이상이며, 쉽고 편리한 디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210

자인을 할 수 있다. 워드프레스의 테마란 상당부분 미리 디자인된 

템플릿의 일종으로 HTML, CSS지식이 없어도 멋진 디자인의 홈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워드프레스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 모바일 기기에도 최적화되어 

표현되며,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 적응하는 반응형 웹을 지원

한다. 때문에 PC버전, 모바일 버전을 따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구축 기간도 매우 단축되는 등 모바일에 최적화되어있다.
구글 등 검색엔진이 웹문서를 긁어 가기 쉽게 만들어 검색시 상

위에 노출된다. 워드프레스의 페이지, 포스트 등 모든 문서는 검색

엔진에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 발행된다.
워드프레스는 모든 포스트와 페이지에 댓글을 달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타 블로그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플

러그인 등을 이용하여 내 홈페이지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와도 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

2. 워드프레스의 단점

워드프레스는 미리 고정된 형식을 벗어나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커스트마이징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어권에서 제작된 테마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영어에서 한글로 

내용을 교체하는 순간 원래의 디자인이 변경되기 쉽다. 그리고 테

마의 수정은 간단한 CSS와 HTML 지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PHP나 자바스크립트까지 필요할 때도 있다.

한글 서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CSS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으

며 한글 서체 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웹폰트를 적용해주는 플

러그인이나 style.css 파일의 수정, 테마옵션에서 사용자정의 CSS
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 있지만 테마에 따라 100%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플러그인과 테마 제작사들이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들이기 때

문에 완ㄴ벽해 보이던 플러그인이 업데이트 후에 갑자기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 코어파일 업데이트 후 그에 맞춘 수

정을 바로 바로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테마별, 플러그인별 

업데이트의 불확실성이다. 

3. 유사 시스템 비교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워드프레스, 드루팔, 
줌라를 비교한 표가 표.1 과 같다.

워드프레스 드루팔 줌라

설명

혁신적이고, 사용

하기 쉬운 블로깅 

플랫폼이다. 테마, 

플러그인, 위젯의 

계속적인 증가로 

많은 웹 사이트에

서 사용된다.

복잡한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강

력한, 개발자 친화

적인 도구이다. 이 

CMS는 전문 지식

과 운영하는 경험

이 필요하다. 

드루팔의 개발자 

중심의 다양한 기

능과 워드 프레스

가 제공하는 것보

다 사용자 친화적

이지만 더 복잡한 

사이트 개발 옵션

을 제공한다.

사용

용이성

기술적인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신

속하게 설정하는 

간단한 사이트를 

얻기에  쉽다.

가장 기술적인 전

문지식이 필요하

지만 가장 진보적

인 사이트를 생성 

할 수 있다. 

드루팔보다 덜 복

잡하고 워드프레

스보다 더 복잡하

다. 비교적 단순한 

설치 및 설정 할 수 

있다. 줌라의 구조

와 용어를 이해하

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매우 

복잡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단점

보안에 취약하다. 

또한 새로운 업데

이트를 진행할 때 

오래된 플러그인

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드루팔을 사용하

기 위해서는 기술

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무

료 플러그인과 테

마가 부족하다.

줌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SEO 기능이 

부족하여 

표.1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 비교

워드프레스로 개발된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블로터닷넷

(http://www.bloter.net), LG전자의 블로그(http://social.lge.c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외국인을 위한 국내 쇼핑

몰(http://www.ffshop24.net) 등이 있다.

III.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쇼핑몰 구축

1.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1.1 오토셋(AutoSet)설치

오토셋이란 윈도우용 APM(Apach + PHP + MySQL)이다. 워
드프레스는 PHP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HP 프

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PHP로 만든 콘텐츠를 인터

넷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파치 웹서버이다. 또
한 워드프레스에서 작성된 모든 글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방

문자의 클릭에 따라 글이 보여지며, 글의 저장을 담당하는 역할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담당한다. 서버 환경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야 한다.
http://autoset.net/xe/에 들어가 다운로드를 한 뒤에 압축을 풀

어준다. 오토셋 설치 폴더에 public_html폴더로 들어가면 

wordpress폴더가 있는데 이것은 영문 버전이므로 한글 언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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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할 때 번거로우므로 폴더를 제거한다.

1.2 워드프레스(Wordpress)설치

① http://ko.wordpress.org/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에 압축을 풀

어준다. 
② wordpress폴더를 복사하여 AutoSet의 public_html폴더에 

복사한다.
③ 워드프레스가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

기 위해 AutoSet의 메뉴에서 phpMyAdmin을 클릭하여 접

속한다. 
④ wordpres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⑤ 웹 브라우저 주소란에 localhost/wordpress를 입력하여 접

속한다.
⑥ 설치를 진행한다.

2.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는 표.2와 같은 테이블들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를 ERD로 표현한 것이 그림 1과 같다.

테이블명 설명

wp_comments 모든 댓글을 저장, 각 댓글은 post_ID를 통해 연결

wp_comments

meta
댓글의 모든 메타 데이터 저장

wp_links 링크 관리자 기능에서 추가한 링크를 저장

wp_postmeta 포스트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저장

wp_options 
설정 메뉴에서 저장한 모든 웹 사이트 옵션값을 저장, 

플러그인 옵션과 테마 등

wp_posts 모든 포스트와 페이지, 미디어 레코드와 수정본을 저장

wp_terms 웹 사이트에서 정의된 모든 용어를 저장

wp_term_taxo

nomy 
각 용어에 할당된 택소노미를 정의

wp_users
웹사이트에 생성된 모든 사용자 정보를 저장. (계정, 비

밀번호, 이메일)

wp_usermeta 사용자의 메타데이터를 저장

wp_term_relati

onships
포스트와 링크 등의 콘텐츠와 텍소노미 용어를 결합

표. 2 워드프레스 DB 테이블

그림 1. 워드프레스 ERD

3. 워드프레스 템플릿 계층 구조

워드프레스의 테마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지만 사용

하는 파일이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그림 2는 템플릿의 계층적 구조 

그림이다. 
폴더 안에 front-page.php 파일이 있으면 워드프레스는 이것을 

웹페이지 초기화면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이 파일이 없으면 그 다

음 단계인 page.php 파일을 초기화면으로 사용한다. 만약 이것도 

없다면 index.php 파일을 초기화면으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index.php 파일이 사용되므로 가장 근본이 되는 파일이다. 이처럼 

테마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파일이 달

라진다. 이것을 템플릿 계층구조라고 한다.

그림 2. 템플릿 구조

4. 플러그인 만들기

본 논문에서는 ‘요약글에 단어 자동 카운터 달기’ 플러그인을 

만든다.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장(notepad)등의 에디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장(notepad)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새로운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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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헤더를 추가해야 한다. 헤더는 플러그인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헤더가 없을 때는 워드프레스가 플러그인을 인식하

지 못한다.
먼저, 헤더 정보를 입력한다. 

다음으로  ‘요약글에 단어 자동 카운터 달기’ 소스코드 추가한다.

다음 경로에 hyunji-excerpt-counter.php로 이름을 정의하고 

저장한다. 

저장한 파일은 zip파일로 압축한다. 압축한 뒤 워드프레스 메뉴바의 

플러그인>플러그인 추가하기로 들어가서 hyunji-excerpt-counter.zip 
파일을 업로드하고 활성화한다.

다음은 플러그인을 추가하기 전 화면이다.

다음은 플러그인을 추가한 화면이다.

5. 쇼핑몰 구축하기

다음은 상품을 등록하고 상점에 들어간 화면이다.

다음은 Top 카테고리에 들어간 화면이다. 추가한 상품을 확인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워드프레스를 설치

하고 이를 이용하여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쇼핑몰 구축

에 필요한 우커머스 플러그인 설치 및 원하는 플러그인을 등록하

여 상품의 주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쿠폰을 등록할 수 있고 

보고서 기능을 통해 내용을 관리·분석할 수 있으며, 상품을 추가, 
삭제, 수정 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도 가능한 쇼핑몰을 구축하여 

빠른 개발과 효율성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 없을 수도 있고 원하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결국 CSS나 HTML에 대한 학습이 필

요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주얼한 도구의 결합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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