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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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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란?BBS란?

◎Builtin Board System의 약자.

◎1990 년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텔넷 기반의 텍스
트 중심의 게시판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웹에서 많이
보급되어 사용중인 웹 게시판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하이텔(KT), 천리안(구. 데이콤) 등과 같은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멀티미디어 표현이 자유로
운 웹 환경의 게시판이 발달하여, 찾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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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의 구성 요소BBS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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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Board)

BBS

게시글
(Article)

첨부파일
(Attachment)

사용자
(User)



BBS의 화면 구성: 게시판 목록BBS의 화면 구성: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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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1. 강의노트
2. 프로젝트
3. 자료실
4. 공지사항
5. 질문 & 답변

------------------------------------------------------------------
게시판 번호를 선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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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의 화면 구성: 게시판/게시글 목록BBS의 화면 구성: 게시판/게시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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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노트 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   작성자 제목 첨부
------------------------------------------------------------------
13  황선태 제12 강. Thread(2)                               1
12  황선태 제11 강. Thread                                  1
11  황선태 제10 강. Socket(2)                               1
10  황선태 제 9 강. Socket                                  1
9   황선태 제 8 강. Advanced IPC                            1
8   황선태 제 7 강. Inter-process communications            1
7   황선태 제 6 강. Signals(2)                              1
6   황선태 제 5 강. Signals                                 1
5   황선태 제 4 강. Process                                 1
4   황선태 제 3 강. Directory                               1
3   황선태 제 2 강. File in context                         1
2   황선태 제 1 강. File                                    1
1   황선태 강의 계획 0
------------------------------------------------------------------
도움말 HELP, UP, NEXT, PREVIOUS, WRITE, EDIT, DELETE, #글번호 ?
> 



BBS 화면 구성: 게시글 보기(1)BBS 화면 구성: 게시글 보기(1)

7Grid and Cloud Computing, Lab.

1. 강의 노트 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1   황선태 제 1 강. File
------------------------------------------------------------------
첨부파일: Lecture1-File.pdf
------------------------------------------------------------------
제 1 강 File

강의 요약
유닉스 시스템 환경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 학습한

다.
…
<중략>
…
과제
첫 번째 과제는 BBS 게시판을 파일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

------------------------------------------------------------------
계속해서 읽으려면 Enter, 끝까지 읽으려면 CONTINUE ?
> 



BBS 화면 구성: 게시글 보기(2)BBS 화면 구성: 게시글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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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노트 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1   황선태 제 1 강. File
------------------------------------------------------------------
첨부파일: Lecture1-File.pdf
------------------------------------------------------------------
으로, 자료실에 있는 과제 안내문을 참고하여 보고서 및 기획서와 프로
그램 소스 코드를 제출한다.

------------------------------------------------------------------
HELP, LIST, NEXT, PREVIOUS, EDIT, DELETE, CAPTURE, SHOW, DOWNLOAD?
> 



BBS 시스템 구조BBS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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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시스템 기본 구조BBS 시스템 기본 구조

◎ BBS 시스템 구조
●~/.bbsrc

○BBS 환경 파일

●$BBS_HOME 

○BBS 시스템 경로

●$BBS_HOME/bin

○BBS 시스템 명령어 위치

●$BBS_HOME/lib

○BBS 시스템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BBS_HOME/data

○BBS 시스템 데이터 위치

●$BBS_HOME/etc

○BBS 시스템에서 필요한 환경설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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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rc~/.bbsrc

◎환경 설정 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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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bash
# 쉘에서 BBS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파일입니다.

# BBS 홈 디렉토리
BBS_HOME=~/bbs

# BBS 명령어 PATH에 등록하기
PATH=$BBS_HOME/bin:$PATH



$BBS_HOME/data 디렉토리 구조$BBS_HOME/data 디렉토리 구조

12Grid and Cloud Computing, Lab.

data

board.index

<board #>

<board #>

board.index

<board #> …

article.index

<article #>

attachments

Board의 바로가기 문자와 Board 이
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board #>은 board.index에 기록된
해당 보드의 바로가기 문자이다.

1

2

3

Board는 Board를 가질 수 있다.

Board는 게시글을 가질 수 있다.

게시글은 첨부파일을 가질 수
있다.

board.index



board.indexboard.index

◎게시판에 대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다.

◎기술 명세
●현재 게시판의 이름과 하위 게시판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게시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게시판 바로 가기 문자

○게시판 이름

○추가 정보

●파일 형식

○다음 슬라이드 참고

●화면 표현 지침

○다음 슬라이드 참고

●구현 지침

○다음 슬라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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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index 파일 형식board.index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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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줄부터 ‘#’으로 시작하는 경우 주석으로 해석한다. 파일 중간에 나타나

# 는 ‘#’은 확장 필드로 해석하며,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주석으로 처리한다. 

# 글머리 주석과 명세가 시작하는 줄 사이에 한 줄을 비워야 한다.

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1

강의노트

#<확장필드 명>=<확장필드 값>

2

프로젝트

3

자료실

4

공지사항

5

질문 & 답변

바로가기 문자

게시판 이름

“1. 강의 노트”에 대한 추가 정보
한 개이상의 필드가 추가될 수 있다.

보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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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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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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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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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시판 이름



board.index 화면 표현 지침서board.index 화면 표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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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의노트
2. 프로젝트
3. 자료실
4. 공지사항
5. 질문 & 답변

------------------------------------------------------------------
게시판 번호를 선택하세요?
> 

바로가기 문자

게시판 이름

프롬프트 문자열

프롬프트



board.index 구현 지침board.index 구현 지침

◎ Board의 생성
● (필수) BBS_CBD의 board.index를 갱신해야만 한다.

● (필수) 새로 생성된 Board 디렉터리는 바로 가기 문자로 만들
어야 한다.

● (필수) 새로 생성된 Board에는 board.index를 생성해야만 한다.

● (필수) article.index파일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 Board는 하위
Board를 생성할 수 없다.

● (필수) Board 생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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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index 구현 지침board.index 구현 지침

◎ Board의 이름 변경
● (필수) board.index 파일의 “현재 게시판 이름” 섹션을 수정한

다.

● (필수) 상위 디렉토리의 board.index를 갱신해야 한다.

● (필수) 현재 디렉토리가 $BBS_HOME/data 인경우는 상위 디
렉토리 갱신을 하지 않는다.

◎ Board의 삭제
● (필수) Board의 하위 게시글 및 하위 Board가 있는 경우, 삭제

할 수 없다.

● (옵션) 재귀삭제를 지원할 경우, 재귀삭제 경고 후 사용자의 허
가를 통해서 수행한다.

● (필수) 삭제된 Board의 상위 디렉토리의 board.index를 갱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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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index article.index 

◎게시물에 대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다.

◎기술 명세
●현재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과 새로운 게시물을 위한 index를

가지고 있는다.

●게시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게시물 번호, 게시물 제목, 게시자 이름, 첨부파일 개수

○추가 정보

●파일 형식

○다음 슬라이드 참고

●화면 표현 지침

○다음 슬라이드 참고

●구현 지침

○다음 슬라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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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index 파일 형식article.index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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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줄부터 ‘#’으로 시작하는 경우 주석으로 해석한다. 파일 중간에 나타나

# 는 ‘#’은 확장 필드로 해석하며,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주석으로 처리한다. 

# 글머리 주석과 명세가 시작하는 줄 사이에 한 줄을 비워야 한다.

13

12

1

제 1 강. File

황선태

1

# summary = 3

# 제 1 강 File

# 강의 요약

# 유닉스 시스템 환경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 학습

2

제 2 강. File in context

다음 사용할 글 번호

글 번호

1번 게시글에 대한 추가 확장 필드, 하나 이상의 확장 필드가 추가
될 수 있다. 확장필드는 각 명령어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글 제목

등록된 글의 개수

게시자

첨부파일개수



article.index 화면 표현 지침서article.index 화면 표현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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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노트 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   작성자 제목 첨부
------------------------------------------------------------------
13  황선태 제12 강. Thread(2)                               1
12  황선태 제11 강. Thread                                  1
11  황선태 제10 강. Socket(2)                               1
10  황선태 제 9 강. Socket                                  1
9   황선태 제 8 강. Advanced IPC                            1
8   황선태 제 7 강. Inter-process communications            1
7   황선태 제 6 강. Signals(2)                              1
6   황선태 제 5 강. Signals                                 1
5   황선태 제 4 강. Process                                 1
4   황선태 제 3 강. Directory                               1
3   황선태 제 2 강. File in context                         1
2   황선태 제 1 강. File                                    1
1   황선태 강의 계획 0
------------------------------------------------------------------
도움말 HELP, UP, NEXT, PREVIOUS, WRITE, EDIT, DELETE, #글번호 ?
> 

글 번호

현재 Board 이름
(board.index에서 추출)

프롬프트 문자열

프롬프트

현재 Board 바로가기
(디렉토리 이름)

상위 board 이름
(상위 board.index에서 추출)

글 제목 첨부파일 개수



article.index 구현 지침article.index 구현 지침

◎게시글의 생성
● (필수) BBS_CBD의 article.index를 갱신해야만 한다.

● (필수) 새로운 글 파일은 article.index의 다음 글 번호를 사용해
서 생성한다.

● (필수) article.index의 다음 사용할 글 번호를 증가 갱신해야만
한다.

● (필수) 새로 생성된 Board에는 board.index를 생성해야만 한다.

● (필수) article.index파일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 Board는 하위
Board를 생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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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파일 형식Article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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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File

황선태

제 1 강 File

강의 요약
유닉스 시스템 환경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 학습한다.
…
<중략>
…
과제
첫 번째 과제는 BBS 게시판을 파일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
으로, 자료실에 있는 과제 안내문을 참고하여 보고서 및 기획서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제출한다.

작성자

글 제목

글의 시작

파일 이름 = 글 번호

(필수)글 시작 전 빈 줄

(필수)글 종류 후 빈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