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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개요
각 부서의 개인 PC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용 파일을 공유,협업,접근권한 등의 기능으로
부서 내에서 체계적인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는 디
디스크 쿼터 제공

 서비스 주요기능
○ 파일의 공유 및 협업 기능 (웹 스토리지)
○ 폴더 별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폴더보기,업로드,다운로드,삭제,폴더권한설정)
○ 웹탐색기,전용탐색기,윈도우탐색기(Network Drive 연결기능)의 3가지 인터페이스 제공
○ 부서 별 보안디스크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접근이 불가능 함
※ 부서 별 등록 된 사용자도 지정된 권한으로만 폴더 접근 가능
○ 1개월 간 파일 백업(1개월 이내 파일 복구 지원)

 서비스 이용 기준
○ 연구실 및 행정부서 별 연구/업무용으로 제공 (기존 iDisk는 학생 전용으로 전환 예정)
※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TFT 활동이나 사업 수행 시 별도 쿼터 신청 가능
○ 기본 쿼터는 연구실 100GB,
100GB 행정부서 50GB 제공(80% 이상 사용 시 쿼터 추가 제공 함)
※ 대용량 쿼터 제공과 증설은 별도 정책 수립하여 안내 예정
○ 업무용 파일들은 원칙적으로 보안디스크에서 관리
※ 대학 내 업무용 파일 문서는 POVIS의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에서 관리되는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을
보안디스크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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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가이드 – 담당자 별 역할
 부서장
○ 부서 파일관리자의 파일관리 관리/감독
○ 부서 파일 관리자 지정
※ 파일관리자와 부서 직원들에게 보안디스크 활용을 부서 파일관리 원칙으로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파일관리자
○ 부서 폴더 체계 수립 및 폴더 권한관리
○ 쿼터관리 (불필요파일 및 중복파일 제거, 쿼터부족 시 추가신청 등)

○ 부서별 개인
개인PC 또는
는 기타 서버에서 개별 관리되
관리되고 있는 파일들을 보안
안디
디스크로
로 이관 정리
○ 변경사항 신청 (쿼터변경, 파일관리자 변경, 사용자 추가/변경/삭제, 보안디스크명 변경 등)
※ 해모수(http://hemos.postech.ac.kr)의 IT서비스 신청화면에서 변경신청
○ 부서 사용자 교육 (서비스 사용 기본 교육)
○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부서장에게 변경사항 보고

※ 쉐어디스크 관리자(정보시스템팀)
○ 쉐어디스크 쿼터 부여, 부서파일관리자 등록, 사용자 등록 관리 등
○ 사용자 교육 및 문의 대응
○ 문의 : e-mail (hemos@postech.ac.kr), Tel (27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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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가이드 – 부서 폴더 체계 수립
 폴더 체계 수립
○ 서비스 이용 시작 시 부서 폴더 체계 우선 수립
○ 폴더는 편의성 및 직관성을 위해 3~4 depth
p 이내로 구성 권장
○ 산출물 파일은 Working 폴더(PC나 보안디스크 임시폴더)에서 작업 후 최종 산출물을 체계화 된 폴더에 저장
※ 임시 작업 파일 및 버젼관리를 위한 이전 산출물은 최종 정리(삭제)

 폴더 별 사용자 권한 설정
○ 생성 된 폴더에 대해서는 사용자 별 업무 특성에 맞게 권한 부여
ex) 사용자 전체 공유가 필요하며, 등록 된 파일은 수정 불가하게 권한 설정 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기,다운로드,업로드’ 권한만 부여
ex) 특정 사용자가 추진하는 사업 폴더의 권한 설정
 특정 사용자에게 ‘보기,다운로드,업로드,삭제’ 권한 부여, 나머지 사용자는‘보기,다운로드’ 권한만 부여
○ 완료 된 산출물 폴더는 가능 한 ‘삭제’권한 제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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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1/2)
 폴더 권한 설정 참고사항
○ 새폴더 생성, 폴더이동, 잘라내기 후 붙여넣기 시 생성되는 폴더는 생성되는 상위폴더의 권한을 따름
ex) A 폴더 밑에 B폴더를 이동하거나 신규폴더 생성 시 A폴더의 권한이 상속됨
○ 상위폴더 권한 변경 시 하위폴더는 기본적으로 상위폴더 권한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됨 (권한 자동 상속)
※ 하위폴더 권한을 변경 후에는 상위폴더 권한 변경 시에도 하위폴더의 권한은 변경되지 않음
○ 상위폴더에 폴더보기가 없을 때 하위폴더에 폴더보기 권한이 있더라도 하위폴더에 접근 불가
○ 상위폴더에 삭제권한이 있으나, 하위 폴더에 삭제 권한이 없으면 상위폴더 삭제 되지 않음
○ 폴더보기만 있을 경우 폴더 내의 파일은 보이지 않음
○ 부서 일반 사용자가 ‘새폴더 생성’ 및 ‘폴더 이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폴더에 ‘폴더보기,업로드,다운로드,
삭제’ 권한 필요
○ 윈도우탐색기로 네트웍 드라이브 연결 후 문서를 편집 후 저장/다른이름으로 저장 시 ‘폴더보기,업로드,
다운로드,삭제’
다운
삭제 권한 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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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2/2)
 기타 참고 사항
○ 부서 파일 관리자는 모든 권한(모든 폴더에 대한 권한)을 가짐
※ 부서 파일 관리자도 접근 할 수 없는 폴더 구현은 불가
○ 전용탐색기에서 파일 더블클릭 시 열려진 파일은 사용자의 로컬 PC의 TEMP영역에 위치함
※ 윈도우탐색기 실행으로 네트웍 드라이브 연결된 파일은 편집 후 저장 시 보안디스크에 바로 저장됨
○ 폴더와 파일 전체 경로 길이는 윈도우의 제한사항인 256byte 미만의 길이만 가능
(한글 : 2 byte, 숫자/영문/특수문자 : 1 byte)
※ 상세 사항은 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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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비스 접속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접속 및 인터페이스
※ 홈 페이지 접속 (http://sdisk.postech.ac.kr)
접속

해모수 id/passwd 입력

로그인

인터페이스
1. 웹탐색기 (웹 기반 인터페이스)

2. 전용탐색기 (전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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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윈도우탐색기 (네트웍드라이브 연결)

첨부. 클라이언트 환경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클라이언트 환경
○ OS
- 전용탐색기

: XP 32bit, XP 64bit, Vista 32bit, Windows 7 32bit

- 윈도우탐색기 : XP 32bit, Vista 32bit, Windows 7 32bit
- 웹탐색기

: XP(32/64 bit), Vista(32/64bit), Windows 7(32/64bit), Linux, MacOS

○ 브라우져
- IE 6 버전 이상
- Mozillia Firefox 3 버전 이상
- Crome
○ 자바 : 웹탐색기 기능은 JRE 1.6 (update 10)이상에서 지원
※ 최신 JAVA 버전은 www.java.com에서 설치

 인터페이스 사용 시 유의사항
○ 최초 전용탐색기 실행 시 ActiveX 설치 필요 (웹 상단 ActivX 설치 안내에 따라 설치)
○ 최초 윈도우탐색기 실행 시 윈도우탐색기 드라이브 설치 및 PC 리부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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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1)
○ 새폴더 생성, 폴더이동, 잘라내기 후 붙여넣기 시 생성되는 폴더는 상위폴더의 권한을 따름
ex) A 폴더 밑에 A
A-1
1 폴더를 이동하거나 신규폴더 생성 시 A폴더의 권한이 상속됨

하위폴더 생성 후
권한 확인

상위폴더(A)와 하위폴더(A-1)의 권한이 동일
(하위폴더 생성 시 상위폴더의 권한을 자동으로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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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2)
○ 상위폴더 권한 변경 시 하위폴더는 기본적으로 상위폴더 권한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됨 (권한 자동 상속)

상위폴더(A폴더) 권한변경

하위폴더(A-1폴더) 권한정보 확인

상위폴더(A) 권한 정보 변경 시 하위 폴더(A-1)는 상위폴더의 권한을 동일하게 상속 받음

○ 하위폴더 권한을 변경 후에는 상위폴더 권한 변경 시에도 하위폴더의 권한은 변경되지 않음
► 하위폴더(A-1 폴더)의 권한을 변경
► 상위폴더(A 폴더)의 권한을 변경
► 상위폴더 상위폴더와 하위폴더의 권한정보 확인

권한 변경을 한 하위폴더(A-1)는 상위폴더 권한 변경시에도 예전 권한 정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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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3)
○ 상위폴더에 ‘폴더보기’권한이 없을 때 하위폴더에 ‘폴더보기’권한이 있더라도 하위폴더에 접근 불가

상위폴더는 ‘폴더보기’ 권한 없음

하위폴더는 ‘폴더보기’
폴더보기 권한 부여

► 사용자A 접속 후 화면

사용자A는 하위폴더에 권한이 있지만 상위폴더에 권한이 없으므로,
하위폴더 접근 불가 (폴더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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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4)
○ 상위폴더에 삭제권한이 있으나, 하위 폴더에 삭제 권한이 없으면 상위폴더 삭제 되지 않음

상위폴더는 ‘삭제’권한 있음

하위폴더는 ‘삭제’권한
삭제 권한 없음

► 사용자A가 폴더 A(상위폴더) 삭제 시도

상위폴더를 삭제하려 할 때 하위폴더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권한이 없습니다’ 메시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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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5)
○ ‘폴더보기’권한만 있을 경우 폴더 내 파일은 보이지 않음

“교육자료 A.ppt” 파일이 있는 A폴더에 사용자A 에게는 폴더보기 권한만 부여

► 사용자A 접속 후 ‘폴더보기’권한만 있는 A폴더로 접근 시 화면

A폴더 내 “교육자료A.ppt” 파일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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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6)
○ 부서 일반 사용자가 새폴더 생성 및 폴더 이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폴더에 ‘폴더보기,업로드,
다운로드 삭제’권한
다운로드,삭제
권한 부여

사용자A가 A-1폴더 밑에 새폴더 생성 및 폴더 이름 변경을 할 수 있게 권한 부여

► 사용자A 접속 후 A-1폴더에 새폴더 생성 및 이름변경  정상처리

새폴더 생성 후 폴더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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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폴더 권한 설정 가이드 (7)
○ 윈도우탐색기로 네트웍 드라이브 연결 후 문서 편집 후 ‘저장/다른이름으로 저장’ 시 ‘폴더보기,업로드,
다운로드 삭제권한’ 부여
다운로드,삭제권한

사용자A가 A-1폴더의 파일을 편집 후 ‘저장/다른이름으로저장’ 할 수 있게 권한 부여
► 사용자A가 윈도우탐색기를 실행하여 네트웍드라이브 연결된 파일을 편집 및 저장(또는 다른이름으로 저장)

다른이름으로 저장
된 파일 확인

윈도우탐색기로 연결된 보안디스크

문서 편집 후 다른이름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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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폴더 권한 설정 및 기타 참고사항 – 항목 별 설명
 기타 참고 사항
○ 부서 파일 관리자는 모든 권한(모든 폴더에 대한 권한)을 가짐
○ 전용탐색기에서 파일 더블클릭 시 열려진 파일은 사용자의 로컬 PC의 TEMP영역에 위치함
(전용탐색기에서 열려진 파일 편집 후 저장 시 로컬 PC의 TEMP 영역에 저장되므로 전용탐색기를 통해 업로드 필요)
※ 사용자 PC의 TEMP 영역 폴더 변경 시 아래와 같이 환경설정
1. 전용탐색기의 ‘환경설정’ 아이콘 클릭

2. ‘파일전송’
항목선택
3 사용자가 원하는 로컬 PC의 TEMP영역 지정
3.

○ 윈도우탐색기 실행으로 네트웍드라이브 연결된 파일은 편집 후 저장 시 보안디스크에 바로 저장됨
○ 폴더와 파일 전체 경로 길이는 윈도우의 제한사항인 256byte
y 미만의 길이만 가능
※ 한글 : 2 byte, 숫자/영문/특수문자 : 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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