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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CMS란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콘텐츠를 보다 쉽게 관리 가능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누구나 쉽게” “효율성 있게”

“간단하게” “신속하게”

전문지식 없이 관리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있고, 

사용자중심으로기능을구현

각종 서비스 및기능들의
편의성을 높여 효율성있게
사용할수있도록지원

통합적인 기능 관리를 위해
어렵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형식의서비스제공

다양하고 정확한 관리
기능들을 통해

신속하게업무를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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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NCSOFT CMS 특징

다양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는 CMS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는 검증된 CMS

필요한 기능 제공

콘텐츠 관리, 게시판 관리, 예약

기능 등 CMS에서 필요한 기능

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구축

다양한 테마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S인증 1등급

GS인증을 획득하여 검증된

제품의 안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많은 종류의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웹표준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리뉴얼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구축시 비용이

들지 않고 리뉴얼이 가능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친화적 SEO로

plugin사이트 최적화 개선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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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NCSOFT CMS 소개

RNCSOFT CMS는 다양한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솔루션입니다. 

RNCSOFT CMS는 웹 사이트 제작 및 관리에 최적화 된 기능으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사용자 관리
관리자 메뉴

게시판 관리
(일반, 설문, 통계 등)

업/다운로드 일정 관리 쪽지

• 편리한 관리
• 다양한 관리 메뉴

• 게시판 콘텐츠 관리
• 각종 서비스 제공

• 손쉬운 파일 접근
• 빠른 파일 공유

• 일정/메모 등록
• 나의 일정 확인

• 실시간 소통
• 원활한 업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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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NCSOFT CMS 권장사양

RNCSOFT CMS 권장사양 입니다.

항목 사양

OS CentOS 7.9 (64bit)

CPU Intel Pentium 3.80GHz 이상

RAM 4GB 이상

HDD 50GB 이상

DATABASE Mysql 15.1, MariaDB 10.2.40

WEB SERVER Apache 2.0

WAS SERVER Tomcat 8.5

Server

항목 사양

OS Windows 10 (64bit)

CPU Intel Pentium 2.0GHz 이상

RAM 4GB 이상

HDD 50GB 이상

BROWSER

Internet Explorer(Ver.10) 이상
Chrome(Ver.99) 이상
Edge/Android/Safari(IOS)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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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NCSOFT CMS 장점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축 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항상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SHA-256 암호화 알고리즘
보안성 강화

추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커스터마이징

최초 설치 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고객이 만족하도록 기능 커스터마이징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가능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관리 및 출판 시간을 단축하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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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NCSOFT CMS 장점

RNCSOFT CM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화된 개발로 확장성이 좋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시스템 표준화 기능다양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문자,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
등의 멀티미디어

(링크의 동영상 등)

GS 인증 1등급 획득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확인서,

GS 인증확인서 획득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v3.9)
기반으로

확장성 있는 시스템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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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 RNCSOFT CMS 타사비교

RNCSOFT CMS를 통하여 차별화된 솔루션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 워크 3.9 스프링 프레임워크 3.0 장고 프레임 워크 2.0

사용자 환경(UI)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구성 복잡한 UI 구조로 사용하기 불편함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기능을

커스텀마이징 할 수 없음

호환성 및 확장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기본제공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기본제공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기본제공

보안 SHA-256 SHA-128 SHA-256

인증등급 GS 1등급 GS 2등급 GS 1등급

A사 B사

“다양한콘텐츠를한꺼번에통합/관리하는검증된 CMS Service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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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RNCSOFT CMS 주요기능

- 사용자가 부서(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들을 확인하고, 쪽지 등을 손쉽게 이용합니다.

부서(그룹)이용

1 2

3 4

- 사용자는 부서(그룹)별
인원을 확인

게시판 이용

부서(그룹)이용

- 사용자(들)을 선택하여 쪽지 전송

- 표준 에디터 제공, 카테고리별 게시물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

(업로드 시 첨부파일 용량, 확장자 등 검사)

게시판 이용

- 기본적으로 3개의 게시판 제공,
게시물 상세 검색

(카테고리/제목/내용/사용자))

- 사용자가 간단하게 게시판에 게시물 콘텐츠를 등록합니다.

부서(그룹)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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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사용자가 쪽지 확인, 전송, 쪽지 관리 등 쪽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쪽지

- 받은 쪽지함 및 보낸 쪽지함 등에서
사용자를 클릭할 시 쪽지 전송

일정/메모

쪽지

- 사용자가 보낸 쪽지 중 중요한
쪽지 보관

- 일정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일정
등록, 조회, 관리

일정/메모

- 일정 등록, 일정에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

- 사용자들에게 받은 쪽지, 보낸 쪽지를
조회, 삭제

- 등록된 일정 건수를 클릭 시 일정
및 메모 확인

- 사용자가 쪽지 확인 및 전송, 나의 일정 및 메모를 등록하여 이용합니다.

VII. RNCSOFT CMS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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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부서(그룹)관리, 사용자관리를 이용하여 관리자가 사용자관리를 수행합니다.

사용자관리

- 부서(그룹) 삭제/수정, 삭제 시
사용자는 미등록 사용자 리스트에 이동

게시판관리

사용자관리

- 사용자가 보낸 쪽지 중 중요한
쪽지 보관

- 게시판, 게시물 등록에 필요한
환경 설정

게시판관리

- 게시판 카테고리 사용유무 설정,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관리

- 부서(그룹)에 속한 사용자의
부서를 이동

- 게시판 별 설정을 통해 관리자가
원하는 기능 설정

- 관리자가 원하는 게시판 설정을 관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VII. RNCSOFT CMS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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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설문조사, 통계, 팝업 등 다양한 컨텐츠로 사이트를 관리합니다.

설문조사

- 설문조사를 목적에 알맞게 설정하고
결과를 통계로 확인

각종 통계 / 팝업

다양한 컨텐츠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통계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설정, 컨텐츠 업/다운로드

- 사용자 로그인, 게시물 등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통계데이터로 조회 가능
하며 데이터를 오늘날짜로 갱신

각종 통계 / 팝업

- 팝업 생성 시, 목적에 따라
여러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팝업의 크기, 게시기간 등을 설정

VII. RNCSOFT CMS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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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RNCSOFT CMS Architecture

RNCSOFT CMS 아키텍처 입니다.

Browser / Mobile Web
RNCSOFT CMS User ACCESS

public
Web

(Apache)

private
Was

DataBase
Storage

(Spring, MariaDB)

Admin User

Server Service

사용자관리 그룹관리

일정관리 게시판관리

팝업관리 설문관리

통계 환경설정

사용자 그룹

일정 게시판

설문 통계

Database
Server

Storage
Server

Security
Resource
Update

File
Up/Down

14



THANK
YOU

Content Management System

㈜알앤씨소프트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403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연락처 : 051-782-7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