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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COMMAND SET

BBS 시스템 구현을 위한 부품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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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관련

◎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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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시스템 Board 명령어 그룹BBS 시스템 Board 명령어 그룹

◎확장해야 하는 명령어
●ATTACH

●DETTACH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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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시스템 Board 명령어 그룹BBS 시스템 Board 명령어 그룹

◎Board 명령어
●LIST

●MKBBS

●RMBBS

●RENAME

●SHOWBBS

●GOBBS

●UP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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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ATTACH

◎파일 첨부하기

◎형식
$ attach <글 번호> <파일>

◎옵션
●<글 번호>: 파일 첨부할 게시글 번호

●<파일>: 첨부할 파일

◎주의
●관련 article.index 파일이 수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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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처리 방법첨부파일 처리 방법

◎ 첨부파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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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

article.index

<article #>

attachments

board.index

<article #>.<filename>

예> 1번 Article의 hello.pdf 첨부
파일은 1.hello.pdf 이다.

Article이 있는 Board에
attachments라는 디렉토리에 첨

부파일이 위치한다.



ATTACH 기술 명세ATTACH 기술 명세

◎ ATTACH의 동작
●ATTACH는 다음의 예와 같이 동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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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ACH 1 Lecture1-File.pdf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Yes, No, Cancel-명령을 취소) Y [Enter]
새 이름: Lecture1-File(2).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ATTACH 기술 명세(2)ATTACH 기술 명세(2)

◎ATTACH명령은
●해당 Board에 “attachments” 가 없을 경우 먼저 만든다.

●A) 첨부파일명은 <글 번호>.<명령 인자의 파일명>으로 한다.

○예> 1.Lecture1-File.pdf

●B) 만약 해당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예와 같이 질문을 하
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 받는다.

○A) , B)를 반복한다.

●첨부파일은 바이너리 모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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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ATTACH 기술 명세고급 ATTACH 기술 명세

◎ ATTACH의 동작
●다음과 같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 (1) 파일크기 알려주기: B, Kb, Mb, Gb로 축약표현한
다.(1024base)

● (2) 다운로드 진행상태바: 100%에 해당하는 *수만큼 출력하여
진행상태를 표시한다. 

○예> ‘*’ 25개 == 10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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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 1 Lecture1-File.pdf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Yes, No, Cancel-명령을 취소) Y [Enter]
새 이름: Lecture1-File(2).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크기: 1.5Mb)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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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DETACH

◎첨부파일 삭제하기

◎형식
$ detach <글 번호> <파일>

◎옵션
●<글 번호>: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글 번호

●<파일>: 첨부할 파일

◎ 주의
● 관련 article.index 파일이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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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 기술 명세DETACH 기술 명세

◎ DETACH의 동작
●DETACH는 다음의 예와 같이 동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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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ACH 1 Lecture1-File(2).pdf
Lecture1-File(2).pdf 파일이 없습니다.
> DETACH 1 Lecture1-File.pdf
첨부파일을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Y/n)? [Enter]
첨부파일을 삭제하였습니다.



DOWNLOADDOWNLOAD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기

◎형식
$ download <글 번호> <파일>

◎옵션
●<글 번호>: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글 번호

●<파일>: 첨부할 파일

◎ 주의
● download 를 실행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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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기술 명세DOWNLOAD 기술 명세

◎ DOWNLOAD의 동작
●DOWNLOAD는 다음의 예와 같이 동작해야 한다.

62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 DOWNLOAD 1 Lecture1-File(2).pdf
파일이 없습니다.
> DOWNLOAD 1 Lecture1-File.pdf
저장할 파일 이름(Enter: Lecture1-File.pdf): [Enter]
Lecture1-File.pdf 파일이 있습니다. 덮어쓰시겠습니까(Y/n)? N [Enter]
저장할 파일 이름(Enter: Lecture1-File.pdf): Lecture1-File2.pdf [Enter]
Lecture1-File2.pdf 파일에 저장합니다.



고급 DOWNLOAD 기술 명세고급 DOWNLOAD 기술 명세

◎ DOWNLOAD의 동작
●다음과 같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 (1) 저장할 파일 이름, 명령어라인에서 주기

● (2) 파일크기 알려주기: B, Kb, Mb, Gb로 축약표현한
다.(1024base)

● (3) 다운로드 진행상태바: 100%에 해당하는 *수만큼 출력하여 진
행상태를 표시한다. 

○예> ‘*’ 50개 == 10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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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WNLOAD 1 Lecture1-File(2).pdf
파일이 없습니다.
> DOWNLOAD 1 Lecture1-File.pdf Lecture1.pdf
Lecture1.pdf 파일이 있습니다. 덮어쓰시겠습니까(Y/n)? N [Enter]
저장할 파일 이름(Enter: Lecture1-File.pdf): [Enter]
Lecture1-File.pdf 파일에 저장합니다. (크기: 1Mb)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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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LIST

◎글 목록 출력하기

◎형식
$ list

◎옵션
●없음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ls : 디렉토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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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기술 명세LIST 기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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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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KBBSMKBBS

◎게시판 만들기

◎형식
$ mkbbs

◎옵션
●없음

◎주의
●관련 board.index 파일 수정 및 새로운 board.index 및

article.index 를 생성해야 한다.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mkdir : 디렉토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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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BBS  기술 명세MKBBS  기술 명세

● (1) 바로가기 문자 추천

● (2) article.index 파일이 있는 곳에서 실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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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HELP, UP, NEXT, PREVIOUS, WRITE, EDIT, DELETE, #글번호 ?
> MKBBS
바로가기(Enter: 6)? 6 [Enter]
게시판 이름? 과제 제출 게시판
게시판 형태(1:게시판, 2:게시판목록, Enter: 1)? 1 [Enter]
…(다음은 위와 관련 없음)…
> MKBBS
게시글이 있는 게시판에는 게시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1

2



RENAMERENAME

◎게시판 이름 변경하기

◎형식
$ rename <바로가기문자>

◎옵션
●<바로가기문자>: 게시판 바로가기 문자

◎주의
●관련 board.index파일을 수정해야 한다.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mv : 파일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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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ME 기술 명세RENAME 기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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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HELP, UP, NEXT, PREVIOUS, WRITE, EDIT, DELETE, #글번호 ?
> RENAME 1
게시판: 자료실
새로운 이름(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Enter]
취소하였습니다.
> RENAME 1
게시판: 자료실
새로운 이름(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Enter]
바로가기 문자(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Enter]
취소하였습니다.
> RENAME 1
게시판: 자료실
새로운 이름(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Enter]
바로가기 문자(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 [Enter]
취소하였습니다.



RENAME 기술 명세 (2)  RENAME 기술 명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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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HELP, UP, NEXT, PREVIOUS, WRITE, EDIT, DELETE, #글번호 ?
> RENAME 1
게시판: 자료실
새로운 이름(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공지사항[Enter]
공지사항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이름(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공지사항2[Enter]
바로가기 문자(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2[Enter]
게시판 바로가기 2는 사용중입니다.
바로가기 문자(취소:. 입력 후 Enter, 변경없음: Enter)? 10[Enter]
게시판 1 [자료실]은 10 [공지사항2]로 변경되었습니다.
> RENAME 1
게시판: 공지사항2
…(생략)…



RMBBSRMBBS

◎하위 게시판 삭제하기

◎형식
$ rmbbs [-R] <바로가기문자>

◎옵션
●-R: 생략 가능, 재귀삭제 수행

●<바로가기문자>: 게시판 바로가기 문자

◎주의
●관련 board.index파일 을 수정해야 한다.

●해당 board 디렉토리를 삭제해야한다.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rmdir or rm : 디렉토리/파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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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BBS 기술 명세RMBBS 기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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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HELP, UP, NEXT, PREVIOUS, WRITE, EDIT, DELETE, #글번호 ?
> RMBBS 10
게시판 1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RMBBS 1
게시판에 있는 글이 모두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y/N)? [Enter]
취소하였습니다.
> RMBBS 1
게시판에 있는 글이 모두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y/N)? y[Enter]
게시판 1 [자료실] 을(를) 삭제합니다.
> RMBBS 2
게시판에 하위게시판이 존재합니다.
게시판을 모두 삭제하려면 –R (재귀삭제)옵션을 사용하세요.
> RMBBS –R 2
게시판에 하위게시판이 존재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y/N)? Y[Enter]
게시판 2/1 [자료실] 을(를) 삭제합니다.
게시판 2/10 [공지사항] 을(를) 삭제합니다.
게시판 2 [시스템 프로그래밍] 을(를) 삭제합니다.
>



SHOWBBSSHOWBBS

◎현재 게시판의 하위 게시판 목록 보기

◎형식
$ showbbs

◎옵션
●없음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ls : 디렉토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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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BBS 기술 명세SHOWBBS 기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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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 Grid and Cloud Computing L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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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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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BBSGOBBS

◎하위게시판으로 이동하기

◎형식
$ gobbs <바로가기문자 >

◎옵션
●<바로가기문자>: 게시판 바로가기 문자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cd : 디렉토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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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BBSUPBBS

◎상위게시판으로 이동하기

◎형식
$ upbbs

◎옵션
●없음

◎ 유사 유닉스 명령어
● cd : 디렉토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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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BS, UPBBS 기술 명세GOBBS, UPBBS 기술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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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BBS
최상위 게시판입니다.
> GOBBS 1
1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SHOBBS가 바로실행된다.)…
> UPBBS
…(상위 게시판 이동후 SHOWBBS가 바로실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