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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 시스템의 기능
1. 버섯정보포털
1.1. 다양한 디바이스(PC, Tablet, Mobile)환경에서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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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메인화면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 이동
2. 사이트맵 페이지 이동
3. 버섯정보포털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4. 글로벌 내비게이션(Global Navigation) : 주메뉴
5. ’식용버섯 > 품종정보’ 페이지 이동
6. ’식용버섯 > 병충해정보’ 페이지 이동
7. ’일반정보 > 버섯이란? > 버섯의생활사’ 이동
8. ’식용버섯 > 버섯정보 페이지’ 이동
9. ’유전자원 > 버섯이미지 페이지’ 이동
10. ’유전자원 > 표본검색 페이지’ 이동
11. ‘유전자원 > 버섯 일반명 검색’ 페이지 이동
12. ‘야생버섯 먹기 전 확인‘ PDF 다운로드

13. ‘알기 쉬운 독초, 독버섯’ PDF 다운로드
14. [새창]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이동
15. [새창]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동
16. [새창] 찾아오시는 길 이동
17. [새창] 뷰어다운로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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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주메뉴(GNB : Global navigation)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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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주메뉴(GNB : Global navigation) - tablet & mobile

1, 클릭 시 메뉴 노출
2. 메뉴 클릭 시 최대 3depth까지 하위메뉴 노출
3. 클릭 시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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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버섯정보포털 > 식용버섯 > 품종정보 목록 화면

1. 검색 : 년도, 육성기관, 작물명의 조건으로 검색하실 수 있음.
2. 농사로 문서뷰어 페이지 이동
3. 첨부파일 다운로드
4. 농사로 문서뷰어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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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버섯정보포털 > 식용버섯 > 병충해정보 목록 화면

1. 검색 : ‘관련버섯, 내용, 관련버섯 + 내용’의 조건으로 검색하실 수 있음.
2. 글 조회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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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버섯정보포털 > 식용버섯 > 병충해정보 글보기 페이지

1. 병충해 정보 상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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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전자원 > 표본검색 페이지 

1. 검색 : 과명, 학명, 일반명, 자원명을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고, 대여 가능 자원만 검색 가능
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음.

2. 색인을 한글명, 학명으로 선택할 수 있음.
3. 색인에서 선택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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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전자원 > 표본검색 페이지 

1. 색인 선택
2. 학명/한글명 색인 검색결과 목록이 표시됨. 항목 클릭 시 표본목록 화면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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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전자원 > 표본검색 페이지 

1. 표본목록 검색 결과에 대해 한 페이지에 노출되는 항목수를 선택할 수 있음
2. 표본목록 항목 클릭 시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
3. 초기화면(유전자원 > 표본검색) 페이지로 이동
4. 이전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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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유전자원 > 표본검색 상세보기 화면

1. 표본 상세 화면 표시되며, 이미지 클릭 시 팝업으로 이미지 크게보기 화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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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유전자원 > 표본검색 팝업 이미지 

1. 팝업으로 이미지 크게보기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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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전자원 > 버섯 일반명 검색 페이지

1. 분류군별, 전체, 목, 과, 속으로 검색조건을 설정해서 검색 가능
2. 목 > 과 > 속 > 종의 구조로 버섯 일반명을 검색
3. 위의 구조로 상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15

1.13. 유전자원 > 버섯 일반명 검색 페이지

검색한 버섯에 대한 상세화면 표시됨
1. 유전자원 > 버섯 일반명 검색페이지로 이동
2. 목 > 과 > 속 > 종의 구조에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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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전자원 > 버섯 이미지 페이지

1. 버섯 이미지 목록 중 이미지를 클릭 시 팝업으로 이미지 크게보기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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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전자원 > 버섯 이미지 팝업 페이지

버섯 이미지 크게보기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