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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귀하의 사이트의 외형과 느낌을 사용자 지정화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작업을 어떻게 달성하는 가를 설명하는 자
습서 입니다.
관련 페이지들:
테마 - 테마 사용법을 소개
테마의 사용자 지정화 - 새 테마를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변경하는 방법.

호감이 가는 기존의 테마를 선택하십시오
티키의 기본 시각적 외형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 내재된 테마들의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손쉽게 변경이 가능
합니다. 티키에는 여러 개의 테마, (혹은 스킨이라고도 불림), 가 딸려오며, 이들은 귀하의 사이트 내부에서 일부 혹은
모든 페이지에 대하여 (혹은 일부 혹은 모든 사용자 혹은 그룹에 대하여) 손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테
마를 변경하는 방법 혹은 테마 갤러리에서 한 테마를 설치하는 법에 대하여서는 테마를 참조하십시오.

폰트 사이크 키우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테마 내부의 폰트들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와 같은 테키 (tecchie 기술자)들은 대부
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컨트롤+시프트+덧셈 키를 눌러서 그 어떤 웹사이트에서든지 폰트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모두 테키가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러므로 귀하께서는 여전히 귀하의 사이트에서 티키가 좀 더 큰 폰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테마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 지정 CSS 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실제로, 폰트 크기를 키우기 위하여 테마를 사용자 지정화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테마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의 설명은 사용자 지정 CSS 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첫 째, 내재된 테마 중 하나를 선택 혹은 테마 갤러리에서 하나를 설치 합니다. bluegreen 이라 불리는 테마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 FTP 를 사용하여 귀하의 위키사이트의 루트 디렉터리로 가서 bluegreen.css 파일과 bluegreen 디렉터리를
귀하의 로컬 하드드라이브에 다운로드 합니다. bluegreen_largefonts.css 및 bluegreen_largefonts 하의
파일들을 복사합니다.
3. 폰트 키우기를 원하는 만큼의 배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20%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4. bluegreen_largefonts.css 를 편집합니다 (이는 텍스트를 픽셀단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
문이 보이는 모든 곳을 찾아:

font-size: 10px;
5. 크기를 원하는 비율 만큼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본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font-size: 12px;
6. CSS 파일을 저장하고, 위키 사이트의 루트 디렉터리로 다시 업로드 하고, 페이지를 다시 고침 합니다. (폰트를
백분율과 ems 로 지정하는 더 새로운 테마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폰트 크기를 증가함으로써 비율적으로 모
든 텍스트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 폰트 크기는 본문의 태그 속성입니다.)

귀하의 조직의 시각적 브랜딩을 사이트에 적용하기
귀하께서 티키를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조직은 특정 시각적 브랜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고,
색상 구성, 등등...). 귀하는 그러한 브랜딩이 귀하의 티키에 반영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것이며 흔
히 자신만의 고유 테마를 생성하는 것과 템플릿 파일을 변경하는 것등등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테마 를 만듦으로써, 사이트 상의 다양한 UI 요소들에 대한 색상 구성을 지정하여 귀하 조직의 색상 구성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 을 변경함으로써 조직의 사이트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음영 레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