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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드라이브 소개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알드라이브 소개

☞ 목차로 이동

알드라이브 소개
1. 알드라이브 소개
 알드라이브는 FTP, SFTP, WebDAV 등 다양한 프로토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S3, Ucloud biz 등 클라우드 서비스도 한곳에서 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접속
지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전송창에서 파일 전송 내역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타제품 사이트 정보를 알드라이브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드라이브 사이트맵 내보내기를 지원합니다.
 알드라이브는 Drag & Drop 기능을 지원합니다.
 알드라이브는 이어받기 기능을 지원합니다. (전송 중 예기치 않은 오류로 전송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어받기 항목을 체크해 두면 다음에 받을 때 전에 받았던 곳에서부터
이어서 받습니다.)
 알드라이브는 보안 문제로 접속이 되지 않는 곳에도 접속 할 수 있습니다. (Passive 옵션을
통해 방화 벽과 같은 보안문제로 인해 접속이 되지 않는 곳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알드라이브는 일반 FTP 서버에 비해 보안이 강화된 SFTP 서버 접속을 지원합니다.
 (SFTP 접속 및 개인 인증키, 패스프레이즈를 이용한 SFTP 고급 접속이 가능합니다.)
 알드라이브는 다양한 탭 방식을 지원해 동시에 접속한 사이트 여러 개를 사용자 편의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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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드라이브 설치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알드라이브 설치하기
 알드라이브 제거하기

☞ 목차로 이동

알드라이브 설치
1. 알드라이브 설치하기
■ 아래 설치 CD 내용은 기업용과 공공기관용만 해당하며, 공개용은 알툴즈 홈페이지에서 셋업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치 CD를 CD-ROM 드라이브에 넣으면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만일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설치 CD가 들어 있는 CD-ROM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설치 CD에서 ALDrive_co.exe를 실행합니다.

■ 공통
1) 설치 준비 관련 프로세스 진행률과 안내메시지가 나타나며 몇 초 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2) 알드라이브 설치 환영 문구 및 소프트웨어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입니다.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함’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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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소속 그리고 Serial Number 를 입력합니다. Serial Number 는
제품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기업용, 공공기관용만 해당합니다.)

4) 알드라이브를 설치할 경로 및 시작메뉴 폴더를 선택 합니다. 시작메뉴 폴더란 알드라이브 프로그램의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질 폴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 경우 직접 폴더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프로그램 그룹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알드라이브 바로가기 아이콘과 관련한 설정을 합니다. 바탕화면, 시작메뉴, 빠른 실행 등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품 설치 완료 후 제품을
실행하길 원한다면 “알드라이브 2.0 실행하기”를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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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드라이브를 설치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7) 설치가 진행됩니다.

(PC 의 환경에 따라 진행 시간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8) 알드라이브 설치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 합니다.

알드라이브 설명서

10

☞ 목차로 이동

2. 알드라이브 제거하기
알드라이브 프로그램 제거 방법입니다.

1) "시작-제어판”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제어판”을 실행 시키고 “프로그램 및 기능” 버튼을 클릭합니다. (XP 는 “프로그램 추가/제거” 버튼 클릭)
3)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알드라이브를 찾아 제거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제거” 또는 상단의 “제거”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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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뜨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삭제가 완료되고 완료 안내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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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안내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메인 화면 안내
■ 사이트맵 구성
■ 전송창 구성
■ 기타 구성

☞ 목차로 이동

화면안내
1. 메인 화면 안내
알드라이브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나타나는 메인 화면입니다.

1) 타이틀 바 영역
왼쪽에는 알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빠른 실행 메뉴가, 타이틀바 중앙에는 접속 중인 서버의 주소가

나타납니다.
2) 리본메뉴
알드라이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리본메뉴가 탭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제품 설치 시
기본으로 “홈”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알드라이브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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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일
사이트맵 : 사이트맵 창을 열어줍니다.
접속하기 : 사이트 정보를 직접 입력해 접속 할 수 있는 접속하기 창을 열어줍니다.
전송창 : 파일 전송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전송창으로 연결합니다.
정보 : 접속중인 사이트 정보 및 파일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접속한 즐겨찾기 : 사이트맵에 저장된 사이트 기준으로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도움말: 알드라이브 이용에 필요한 도움말, FAQ, E-mail 문의 등 온라인 도움말 및 알드라이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설정 : 제품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설정 창으로 연결합니다.
끝내기 : 서버 접속 및 제품을 종료합니다

② 홈
사이트맵 : 사이트 정보를 저장해두는 사이트맵 창을 연결합니다.
접속하기 : 서버 정보를 직접 입력해 바로 연결하는 접속창을 연결합니다.
접속끊기 : 접속된 서버를 끊습니다. 다중 접속 시 선택적으로 접속을 끊을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 서버 접속부터 종료까지 작업 전체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창으로 연결합니다.
업로드 : 파일 열기창을 통해 파일을 선택해 업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 서버 파일을 선택해 로컬 PC 로 다운로드 합니다.
전송취소 : 전송 중인 작업을 취소합니다. 접속/ 전송상황에 따라 원하는 전송작업을 취소합니다.
- 선택 사이트 전송 작업 취소 (전송 중인 작업을 취소함)
- 선택 사이트 전체 전송 작업 취소 (대기열에 있는 대기 작업까지 모두 취소함)
- 전체 전송 작업 취소 (다른 서버에 있는 전송작업까지 모두 취소함)
전송창 : 전송 작업 전체를 한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송창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새폴더 : 서버에 새폴더를 생성합니다.
이름변경 : 파일/폴더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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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실행: 서버 에서 선택된 파일을 로컬로 다운로드 후 윈도우에 연결된 연결 프로그램으로 실행합니다.
파일삭제 : 선택한 파일/폴더를 삭제합니다. 삭제 작업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잘라내기: 선택한 파일/폴더를 윈도우의 클립보드로 이동합니다.
복사하기 : 선택한 파일/폴더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둡니다.
붙여넣기 : 잘라내기/복사하기 동작을 통해 클립보드에 있는 파일/폴더를 붙여 넣기 합니다.
반전: 선택 파일/폴더 선택된 상태를 반전시킵니다.

③ 보기
툴바선택 : 내비게이션, 검색창, 명령어창 등 알드라이브 메인창에 표시할 기능을 선택합니다. 제품
최초 설치 시 내비게이션, 검색창은 디폴트로 체크되어있습니다.
탭선택 : 접속 사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반탭, 가로탭, 세로탭 형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크게보기, 작게보기, 리스트, 자세히 형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정렬 : 파일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름, 크기, 유형, 날짜, 소유자, 권한 중
선택한 방식으로 파일을 정렬합니다.
세부정보 : 폴더 항목에 대해 표시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알드라이브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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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옵션
즐겨찾기 추가 : 접속되어 있는 사이트를 사이트맵 즐겨찾기로 저장합니다. 접속 시 입력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목록보기 : 사이트맵 즐겨찾기 된 사이트 중 접속 한 적 있는 목록을 보여줍니다. 목록 삭제 및
관리하기(사이트맵 연결)가 가능합니다.

알드라이브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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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변경: 서버의 선택된 파일/폴더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소유자’, ‘그룹’, ‘유저’의 체크박스를
통해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Mode’의 숫자 입력을 통해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권한 변경은 서버에 로그인 시 메뉴가 활성화되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 권한 부여는 고유 숫자의 합산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읽기:4, 쓰기:2, 실행:1, 모든 권한
부여:7, 권한 없음:0)
권한
소유자

내용
해당 파일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룹

서버에서 편의상 나누는 것으로 소유자가 속한 그룹을 의미합니다.

유저

소유자, 그룹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령실행: FTP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면 하단에 결과가 보여집니다. (명령어는 도움말 57p에 있습니다.)

경로변경: 마우스가 아닌 변경할 디렉터리를 직접 입력해 디렉터리를 변경합니다.
파일이동: 서버에서 지정한 파일/폴더를 서버에 직접 입력한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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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킵니다.
[참고] 단, 권한 설정이 적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본경로 : 사이트맵에 즐겨찾기 된 경우 서버의 지정한 위치를 기본 경로로 설정합니다.
서버 : 해당 기능은 알 FTP 서버 프로그램 지원 종료로 인하여 사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능 사용 및 알FTP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알툴즈 고객센터 링크를 통하여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s://www.altools.co.kr/Support/QuestionDefault.aspx)
환경설정 : 환경설정창을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 알툴즈 업데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⑤ 도움말

도움말: 알드라이브 온라인 도움말을 보여줍니다.
FAQ : 알툴즈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MAIL : 알툴즈 홈페이지 이메일 문의로 연결합니다.
읽어보세요: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제품 정보 : 알드라이브의버전 , 라이선스 , 저작권 등을 안내 하는 창을 보여줍니다 .

3) 툴바 영역

리본메뉴 하단으로 이동경로 내비게이션과 검색창이 위치합니다.
내비게이션 : 이동 경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 : 현재 위치 안에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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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 서버 디렉터리 표시 창
왼쪽으로는 접속 서버의 폴더 트리, 오른쪽으로는 상세 파일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상단 리본
메뉴는 트리, 리스트에서 모두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5) 상태바 영역

메인창 하단 작업 표시줄 영역에 접속 서버 정보, 파일 전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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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트맵 구성

알드라이브를 처음 실행하거나 홈 > 접속 그룹의 [사이트맵] 버튼을 클릭 시 나타나는 사이트맵의
초기화면입니다.
1) 즐겨찾기 정보 : ‘사이트 정보’란에 입력된 정보를 트리 구조로 배열하여 저장된 즐겨찾기를 관리,
접속합니다.
2) 추가 : 저장하고자 하는 서버의 이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고, 오른쪽 정보 영역에
필요항목을 입력해 저 장합니다. 즐겨찾기 디폴트 이름은 “내사이트”로 최초 생성됩니다.
3) 사이트 정보 : 사이트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 암호화, 아이디,
비밀번호 등 일반 적인 정보와 사이트 보안 접속 관련 등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이트 정보 – 일반]
프로토콜 : FTP 뿐 아니라, SFTP, WebDAV, S3(amazon S3, Ucloud biz, TCloud biz) 에서
선택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의] 정확한 주소는 접속하시려는 서버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아이디 :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인증된 사용자 ID를 입력합니다.
[참고] 익명로그인은 FTP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능으로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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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호스트)에서 익명 의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때 사용합니다. 국내 통신망의
‘손님’이나 ‘guest’와 같은 기능으로 일 반적인 FTP 접속에는 ‘anonymous’가 사용됩니다.

비밀번호 :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인증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저장’을
선택해 놓으면 다음 번 접속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버 기본 경로 : 호스트 상의 경로를 입력해 놓으면 접속 시 해당 경로로 바로 접속됩니다.
[주의] 절대 경로로 입력합니다.

포트 : 서버에서 설정한 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 (FTP21 / SFTP 22 / WebDAV 443 / S3 443)
[사이트 정보 – 고급]
접속모드 : 방화벽 문제로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수동형을 선택해 줍니다.
동시 연결 수 제한 : 사이트 접속 시 최대 동시 연결 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문자셋 직접 설정 : 서버 접속 시 사용할 인코딩을 선택합니다. 잘못 지정할 경우 파일명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키 인증 : SFTP 접속 시 서버에 등록된 공개키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그룹생성 : 즐겨찾기 정보란에 새그룹(폴더)을 생성합니다.
삭제 : 사이트 선택란에서 선택된 그룹(사이트)을 삭제합니다.
내보내기 : 등록된 즐겨찾기 정보를 xml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 기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사이트맵 정보를 알드라이브로 가져와 쉽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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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창 구성

파일 전송 작업(업로드, 다운로드, 복사, 이동) 전체를 서버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단 버튼
① 열기
로컬로 전송 완료된 파일에 한해 동작 가능합니다. 로컬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경우 활성화 되며, 해당
파일이 있는 위치의 폴더를 열어줍니다. 단, 드래그&드롭 방식을 이용해 로컬 PC 로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로컬 위치를 찾아 줄 수 없습니다.

② 계속 진행/취소
리스트에서 그룹을 선택할 경우 활성화 됩니다. 전송이 진행중인 그룹을 선택할 경우 "취소" 버튼이
보여지고, 취소된 그룹을 선택할 경우 "계속 진행"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계속 진행 시 서버에 파일이
없는 경우 전송 동작을 새롭게 시작하고, 파일이 있는 경우 설정되어있는 중복파일 동작을 실행합니다.
(물어보기, 덮어쓰기, 이어쓰기 등)

③ 다시 시작
리스트에서 그룹을 선택할 경우 활성화 됩니다. 그룹을 새로 고침해 파일 전송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버에 파일이 없는 경우 전송 동작을 시작하고, 파일이 있는 경우 설정되어있는 중복파일 동작을
실행합니다. (물어보기, 덮어쓰기 등)

④ 목록 삭제
전송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송창에 보여지는 리스트 삭제일 뿐 전송된
위치에서 파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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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검색
전송 완료된 파일 리스트에서 검색됩니다. 펼침 폴더 내 파일 중에서 검색어를 하이라이트 해주며, 오른쪽

상/하 버튼으로 하이라이트 단어 중에서 포커스를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 탭
모든 연결은 항상 유지되며, 모든 전송 작업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결 오른쪽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는 서버 탭이 생성되며, 생성된 각 서버에서는 자기 서버의 전송만 확인됩니다. 호스트 옆 x
버튼을 누르면 탭이 닫히지만, 모든연결에서 서버를 더블클릭 하면 다시 보여집니다.

4) 전송 작업 리스트
전송의 종류, 이름, 서버, 전송 상태정보를 보여줍니다. 전송 진행 시 대표 작업만 파일 전송
상태가 보여지나, 이름 왼쪽의 화살표를 눌러 펼치면 해당 작업에서 전송되는 파일 전체
리스트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5) 파일 정보 : 파일 이름을 선택하면, 전송창 하단에 원본경로와 대상경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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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구성
메인창, 사이트맵, 전송창 외 기타 구성입니다.

1) 히스토리창
서버 접속부터 접속 종료까지 접속중 발생하는 모든 동작에 대해 동작 시간, 실행된 서버, 작업,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정렬, 동작 서버별 정렬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검색 기능이 있어 원하는 내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로그는 하루 단위로 c:\Users\사용자\AppData\Roaming\ESTsoft\ALDrive\Logs 에
자동 저장되며, 저장 경로/저장 여부는 환경설정 < 일반 < 기본옵션 에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 일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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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중복 확인창
파일 전송 대상 경로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파일 중복 확인 창이
발생합니다. 이어쓰기(지원하는 서버에 한해 보여짐), 덮어쓰기, 이름변경, 건너뛰기,
중 선택하여 전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중복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단에 “모든 파일 적용” 옵션이 보여지고, 체크 할 경우 모든
파일이 선택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전송됩니다.

3) 우클릭 메뉴
알드라이브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사용 시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파일/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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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접속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TP 서버 접속
SFTP 서버 접속
WebDAV 서버 접속
S3 접속



사용자 입력을 통한 서버 접속





☞ 목차로 이동

서버 접속
1. FTP 접속
사이트맵을 이용한 FTP 서버 접속 방법입니다.
1) 사이트 맵에 저장된 FTP 주소를 선택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해당 FTP 서버에 접속 중임을 알려주는 스피너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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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으로 FTP 서버에 접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드라이브 설명서

29

☞ 목차로 이동

2. SFTP 접속
사이트맵을 이용한 SFTP 서버 접속 방법입니다.

1) 사이트맵에 저장된 SFTP 주소를 선택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서버에 따라 보안 접속을 위해 ‘개인 인증 키 파일’ 및 ‘패스프레이즈’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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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SFTP 서버에 접속 중임을 알려주는 스피너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3) SFTP 접속시 서버 fingerprint 를 확인하는 알림창이 발생합니다. “항상 신뢰” 체크박스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접속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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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적으로 SFTP 서버에 접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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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DAV 접속
사이트맵을 이용한 WebDAV 서버 접속 방법입니다.

1) 사이트맵에 저장된 WebDAV 주소를 선택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해당 WebDAV 서버에 접속 중임을 알려주는 스피너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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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으로 WebDAV 서버에 접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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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3 접속
S3는 알드라이브에서 접속 지원하는 Amazon S3 / KT Ucloud biz / SKT Tcloud biz 서비스에서 선택해
접속합니다.
1) 사이트 맵에 저장된 S3 주소를 선택한 “연결 서비스”를 메뉴에서 고르고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해당 WebDAV 서버에 접속 중임을 알려주는 스피너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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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적으로 S3 서비스에 접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경로를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루트에 생성된 버킷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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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입력을 통한 서버 접속
알드라이브는 사이트 맵 외에도 접속하기 창에서 사용자가 직접 '호스트', '암호화', ‘아이디’,
'비밀번호', '포트', ‘서버 기본 경로’ 등을 입력하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저장’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접속 정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1) 프로토콜을 선택 후 필요한 항목을 직접 입력합니다.

2) 정보 입력 후 “연결”을 누르면 사이트맵을 이용한 접속(1-4 에서 설명)과 동일하게 서버

접속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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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전송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복사&이동

☞ 목차로 이동

파일전송
1. 파일 업로드 & 다운로드
서버와 로컬PC 간에 전송되는 업로드/다운로드 동작입니다.
1) 파일 업로드
① 리본메뉴 업로드 방식
리본메뉴의 [업로드] 버튼을 눌러 로컬 PC 에서 업로드 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중 폴더/파일을 선택해
접속 되어있는 서버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에 마우스 오버 시 업로드에 대한 툴팁이
보여집니다.

② 드래그&드롭 업로드 방식
로컬 PC 에서 파일(폴더)를 선택해 업로드 할 서버 위치로 직접 드래그해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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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로드 전송 진행
파일(폴더)를 선택해 업로드 전송이 시작되면 전송창이 활성화 되어 전송의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버의 여유 공간을 초과하는 용량의 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서버 환경에 따라 일부 서버에서는 접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2) 파일 다운로드
① 리본메뉴 다운로드 방식
파일(폴더)을 선택하면 리본메뉴의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을 로컬 PC 의 지정된 위치로 파일(폴더)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기본 경로는
C:\Users\사용자 pc\Documents\ALDrive\Download 로 옵션 < 환경설정 < 전송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드래그&드롭 다운로드 방식
리본메뉴를 선택해 다운로드 하거나, 전송할 파일을 선택 후 직접 로컬 PC 로 드래그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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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폴더 다운로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이용해 다운로드 할 경우 임시폴더로 다운로드 후 사용자가 파일을 끌어놓은
위치로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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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운로드 전송 진행
리본 버튼을 이용해 파일(폴더)를 다운로드 하면 전송창에서 바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3 번 과정) 전송창이 자동으로
드래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임시 폴더 다운로드가 완료 된 후(○
활성화되어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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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복사 & 이동
접속 서버 및 로컬PC 에서 전송 가능한 복사/이동 동작입니다.

1) 파일 복사
① 리본메뉴 복사 방식
파일(폴더)을 선택하면 리본메뉴의 [복사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복사하기를 선택하면 클립보드에

선택한 파일이 임시 저장되고, 붙여넣기가 동시에 활성화 됩니다

② 드래그&드롭 복사 방식
위의 리본메뉴 “복사하기/붙여넣기”를 통해 서버간 파일 복사를 하거나, 파일을 선택한 후 직접 접속된

다른 서버로 바로 드래그해 복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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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사 전송 진행
파일(폴더)를 선택해 복사가 시작되면 전송창이 활성화되고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복사 완료
복사 전송이 완료된 후 양쪽 서버에 복사된 동일한 파일이 위치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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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 이동
동시에 접속한 서버간 (또는 동일 서버 내 다른 위치의 폴더간) 파일을 전송(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로그인 된 서버에는 옮길 수 없음)

① 리본메뉴 이용 이동 방식
파일(폴더)을 선택하면 리본메뉴의 [잘라내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선택한

파일 은 리스트에서 반투명 상태가 되고, 붙여넣기 버튼은 활성화 됩니다

② 드래그&드롭 방식 이동
파일을 선택한 후 직접 접속 된 다른 서버로 바로 드래그해 이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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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동 전송 진행
파일(폴더)를 선택해 복사가 시작되면 전송창이 활성화되고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이동 완료
이동 전송이 완료된 후 원래 서버에 있던 파일은 삭제되고, 대상 서버에만 이동한 파일이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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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기능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즐겨찾기 기능
 인터페이스 변경
 파일 편집

☞ 목차로 이동

확장기능
1. 즐겨찾기 기능
1) 로컬 PC에 즐겨찾기 저장하기
로컬 PC 에 자주 사용하는 서버를 즐겨찾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①

사이트맵에서 즐겨찾기 추가

- 사이트맵 실행 시 정보 입력란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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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누르면 로컬 pc 사이트 트리에 새 사이트가 생성되어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오른쪽 일반 정보란도 활성화되어 사이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추가한 사이트는 정보 입력 후 연결하면 바로 저장됩니다.
새그룹 생성 버튼으로 생설한 폴더로 사이트를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②

리본메뉴에서 즐겨찾기 추가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를 경우 사이트 접속 후 추가할 수 있다는 알럿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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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된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 동작되며 아래와 같은 즐겨찾기 추가 창이 열립니다.
사이트 접속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있고, '사이트이름'은 "내 사이트"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미 즐겨찾기 되어있는 서버의 경우는 사이트이름 뒤에 (1),(2).. 순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여러개의 사이트에 접속되어있는 경우,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③

환경설정에서 즐겨찾기 추가

옵션 > 환경설정 > 일반 '즐겨찾기' 항목에서 "추가"버튼을 눌러 2 번과 동일하게 즐겨찾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④ 즐겨찾기 정보 변경

저장되어 있는 즐겨찾기 정보를 변경하고, 다른 폴더를 클릭할 경우 저장 여부 확인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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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예 : 앞으로 사이트 정보를 변경 후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저장합니다. 저장 여부를
확인하는 창을 다시 띄우고자 한다면,
환경설정 > 일반 > 즐겨찾기에서 '사이트맵 변경 사항 저장여부 묻기' 항목을



예 : 변경한 사이트 정보를 저장합니다.



아니오 : 변경한 사이트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기존 정보로 유지합니다.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2) 외부 즐겨찾기 가져오기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저장되어있던 사이트 정보를 알드라이브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알 FTP 사이트맵 불러오기

즐겨찾기 하단의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면 가져오기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드라이브 이전에 사용하던 알 FTP 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품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알 FTP 의 사이트맵 정보를 불러옵니다.
가져오고자 하는 사이트 정보를 체크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알드라이브 사이트맵으로 가져오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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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일질라 사이트맵 불러오기

즐겨찾기 하단의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면 가져오기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질라를
선택하면 파일질라의 사이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품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파일질라의 사이트맵 정보를 불러옵니다.
(단, 파일질라 xml 버전이 3 인 경우에 자동으로 리스트로 가져옴)
현재 제품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특정 경로에서 사이트맵 정보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열기"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 등록해줄 수 있습니다. 가져오고자 하는
사이트 정보를 체크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알드라이브 사이트맵으로 가져오기가 완료됩니다.
③

알드라이브 즐겨찾기 내보내기

알드라이브 사이트 정보를 xml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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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하단의 "내보내기"버튼을 클릭하면 xml 파일 저장할 이름 및 위치를 정해 내보내기 합니다.

파일이름은 디폴트로 이고, 파일형식은 xml 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변경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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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페이스 변경
다중 서버 접속 시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알드라이브 탭 정렬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탭을 정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탭 정렬

사이트 접속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탭 방식입니다. 사이트를 추가로 접속할 때마다 기존의 탭 앞으로
새로운 탭이 생성되어 보여집니다. 포커스 맞춰진 서버의 트리와, 파일 리스트를 가장 많이 잘 보여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②

세로 탭 정렬

접속된 두개의 사이트를 세로로 나란히 두고 함께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접속된 서버를 옆으로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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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일명 외에 다른 정보까지 한번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사이트 사이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간격 조절 기능이 노출되며, 원하는 쪽을 확장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③ 가로 탭 정렬

접속된 두개의 사이트를 위아래로 나란히 두고 함께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접속된 서버를 위아래로
나란히 두고 파일 상세 정보까지 한번에 볼 수 있지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트리를 최소화해 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사이트 사이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간격 조절 기능이 노출되며, 원하는
쪽을 확장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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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편집
서버에 올려진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실행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파일 실행 및 편집
파일을 별도로 다운로드 후 편집, 다시 업로드의 번거로움 없이, 서버에서 바로 실행-편집-저장까지
가능합니다.

파일을 선택 하면 상단 리본 메뉴 홈>편집 그룹의 '실행'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실행하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연동 방식으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read-write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의 경우 편집까지 가능하며, 수정된 경우 수정된 버전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한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한 경우 이와 같이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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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이 보여지며, 이곳에서도 파일 실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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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반 설정
 접속 설정
 전송 설정
 전송 방식 설정
 보기 설정
 편집 설정
 보안 설정
 빠른 실행 설정

☞ 목차로 이동

환경설정
1. 일반 설정

1) 기본 옵션
알드라이브의 제품 이용에 기본적인 사항을 설정합니다.

① 제품 실행 시 창 띄우기
사이트맵 띄우기 선택 시 제품 실행과 함께 즐겨찾기 리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맵이 실행됩니다.

② 숨겨진 파일 보여줌
강제로 서버의 모든 파일을 표시합니다. (파일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알드라이브 종료 시 트레이 모드로 가기
이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 알드라이브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도 알드라이브가 바로 종료되지 않고
윈도우의 트 레이 아이콘으로 전환됩니다.

④ 히스토리 파일 저장
히스토리 파일은 디폴트 7 일이며, 최대 30 일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저장 경로는
C:\Users\사용자\AppData\Roaming\ESTsoft\ALDrive\Logs 로 정해지나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즐겨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관련 설정 사항입니다.
알드라이브 설명서

59

☞ 목차로 이동
① 즐겨찾기 추가
사이트에 접속되어있는 경우, 해당 서버를 즐겨찾기로 추가합니다. 리본메뉴 옵션 < 즐겨찾기 그룹의
“추가” 와 동일한 과정으로 추가합니다.

② 사이트맵 저장여부 묻기
사이트맵에 저장된 즐겨찾기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항 저장 여부에 대한 물음 창을 보여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장 여부 묻기가 체크되어있는 경우 사이트맵 변경 후 포커스가 이동할 때 아래와 같은
알림창으로 물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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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 설정

1) 창 띄우기

① 접속할 때 메시지 창 보여주기
접속 시 서버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창 보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접속
1) 접속 재시도
서버 접속 실패 시 설정되어있는 횟수만큼 접속을 재시도 합니다.

3) 접속
① 로컬포트 제한
FTP 능동형 모드 접속 시 사용할 포트 범위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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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 설정

1) 파일전송

① 재시도 횟수
파일 전송 실패 시 설정한 횟수만큼 재전송을 시도합니다.

② 전송 완료 후 작업
 사용안함 : 전송 완료 후 별도의 동작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접속끊기 : 전송 완료 후 서버 접속을 끊습니다.
 알드라이브 종료 : 전송 완료 후 알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윈도우 종료 : 전송완료 후 윈도우를 종료합니다.

③ 중복 파일 처리
 항상묻기 : 전송 시 중복 파일이 있는 경우 어떠한 동작으로 실행할 지 항상 물음 창을 띄워 결정합니다.
 이어쓰기 : 기존 파일에 이어 전송합니다.
 덮어쓰기 : 기존 파일을 새로 전송하는 파일로 덮어 씌워 전송합니다.
 이름변경 : 파일 이름을 변경해 새로운 파일로 전송합니다.
 건너뛰기 : 중단된 파일은 건너뛰어 다운로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④ 오류 파일 처리
 항상묻기 : 전송 시 중복 파일이 있는 경우 어떠한 동작으로 실행할 지 항상 물음 창을 띄워 결정합니다.
 이어쓰기 : 기존 파일에 이어 전송합니다.
 덮어쓰기 : 기존 파일을 새로 전송하는 파일로 덮어 씌워 전송합니다.
 이름변경 : 파일 이름을 변경해 새로운 파일로 전송합니다.
 건너뛰기 : 중단된 파일은 건너뛰어 다운로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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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 진행
① 계속 진행 알림창 보기
이어쓰기가 가능한 서버에서 전송창의 “계속 진행” 선택 시 계속 진행에 대한 주의 사항을 보여주기
여부를 선택합니 다.

3) 다운로드

① 다운로드 로컬 경로
리본메뉴를 이용해 다운로드 할 경우 기본으로 다운로드 되는 경로를 설정합니다.

4) 대/소문자 구분

① 파일명 대/소문자 구분
파일 전송시 영문 파일형식을 결정합니다. 항상 대문자로 / 항상 소문자로 / 사용 안함 중 선택합니다.

5) 파일(폴더)명 글자 필터링

① 파일(폴더)명 글자 필터링
파일명에 로컬 운영체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글자가 있으면 설정해둔 다른 글자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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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송 방식 설정
1) 기본 전송

① 전송 방식 선택


디폴트로 “자동”이 선택되어 상황에 따라 사용됩니다.



아스키 : 처리가 용이한 8비트 데이타로 이용하기 위해 전송과정에서 포맷을 변경합니다.



바이너리 : 포맷 변경 없이 파일 그대로를 전송합니다.

2) 아스키 전송

① 아스키 파일 이어쓰기
아스키 파일 이어쓰기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서버-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라인 엔딩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아스키 방식의 이어쓰기 전송은 파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자동 파일 분류

① 자동 파일 분류
기본 전송을 “자동”으로 선택 시, 등록된 확장자를 아스키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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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기 설정

1) 사이트 배치

① 사이트 배치 설정
여러 개의 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사이트 배치 방식을 선택합니다.

2) 세부정보

① 세부 정보 항목
폴더 항목에 대해 표시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기 > 보기옵션 > '자세히' 보기를 설정해야 세부정보 항목이 노출됩니다.

3) 툴바선택
① 툴바선택
메인창에 보여질 툴바를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파일검색창, 명령어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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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편집 설정

1) 더블클릭

① 파일 더블클릭
파일 더블 클릭 시 동작을 설정합니다.
- 사용안함 : 더블 클릭 시 다운로드 및 실행 동작하지 않습니다.
- 전송(PC로 다운로드) : 더블 클릭 시 설정한 저장 경로로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 실행 : 더블 클릭 시 설정한 경로로 다운로드 후 파일이 바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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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설정

1) 보안 옵션

① 보안 옵션 설정
사이트맵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보안옵션을 사용하면 사이트맵 등 접속 정보를 사용하려는

경우 비밀번호 확인창이 발생합니다.
 접속 정보 비밀번호 저장 : 비밀번호 저장 이후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사이트맵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옵션 초기화 :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보안옵션을 초기화 합니다. 이때 기존 사이트맵 정보도
모두 삭제되어 제품 최초 설치 시 사이트맵 정보만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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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빠른 실행 설정

1) 빠른 실행

① 빠른 실행 메뉴 설정
대 분류를 선택 후 각 분류에서 상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대 분류는 접속, 편집, 전송, 보기, 옵션, 도움말로 분
류되어 있고, 그 안에 리본메뉴 상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편의 항목에서 선택 후 “추가” 버튼을 눌러 빠른 실행으로 등록합니다.
 원래대로 : 제품 초기 상태의 빠른 실행 항목만 남겨둡니다.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 : 빠른 실행 도구 위치를 리본메뉴 아래로 옮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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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FTP 명령어 목록
 알드라이브 단축키
 SFTP 와 WebDAV
 ASCII(아스키)와 Binary(바이너리)

☞ 목차로 이동

기타
1. FTP명령어 목록
알드라이브에서 FTP 서버 접속 시 명령어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참고]SFTP, WebDAV 서버 접속 시에는 명령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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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드라이브 단축키
알드라이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홈

파일

보기

옵션

기타

알드라이브 설명서

단축키

기능

F4

사이트맵

Shift + F4

접속하기

F5

새로고침

Ctrl + U

업로드

Ctrl + D

다운로드

Shift + C

선택 서버 전송 중 취소

Shift + M

선택 서버 전체 작업 취소

Shift + A

모든 서버 전체 작업 취소

Ctrl + R

전송창

Ctrl + N

새폴더

F2

이름변경

Del

파일삭제

Ctrl + X

잘라내기

Ctrl + C

복사하기

Ctrl + V

붙여넣기

ALT + F4

끝내기

Shift + N

내비게이션

Shift + S

검색창

Shift + O

명령어창

Ctrl + T

탭변경

Shift + F

즐겨찾기 추가

Ctrl + S

환경설정

Ctrl + A

전체선택

Ctrl + F

검색창 포커스

VK_BACK

이전위치

VK_RETURN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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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FTP와 WebDAV
1)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FTP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파일 전송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나 로그인 정보 및 파
일 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 화 통신을 이용한 파일 전송 방식을 바로 SFTP라 합니다.

① 개인 인증키(Private Key)와 패스프레이즈(Passphrase)
SFTP 서버 접속 시 개인 인증 키와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 키를 사용하게 되면 서버 관리자를 통해 생성된 개인 인증 키를 로컬 PC에 저장한 후 접속 시
해당 키를 서버 상의 공개 키(Public Key)와 비교 후 접속을 하게 됩니다.
로컬 PC에 저장된 인증 키를 사용하는 것은 로그인 할 때 마다 암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며,
하나의 인증키로 여러 SFTP 서버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인증키 생성 후 좀 더 강화된 보안을 위해 별도의 패스프레이즈를 생성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FTP 서버 및 개인 인증 키와 패스프레이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WebDAV(Web-based Distributed Authoring and Versioning)
분산 저작 및 버전 관리, 원격 웹서버의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확장된 http 프로토콜을
WebDAV 이라 합니다.

① http
웹 상에서 파일(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주고 받는데 필요한
프로토콜로서 TCP/IP 와 관련된 하나의 응용 프로토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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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CII(아스키)모드 와 Binary(바이너리)모드 ; 전송 유형
1) ASCII(아스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전송 된 데이터는 ASCII 인코딩 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시스템 마다 다른 데이터 저장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UNIX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LF
문자로 줄 끝을 나타내는데,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Unix 시스템에서 수신 될 때, CR LF 줄은 LF 를 개행 코드로 변환됩니다.
데이터가 수신 호스트에 Unix 시스템에서 전송되기 전에 (-> CR + LF, LF) 변환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2) Binary (바이너리)
파일은 데이터의 Binary(이진) 스트림으로 전송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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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내용은 오류 및 기술적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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