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앱 사용 메뉴얼
전자연구노트 구노

Ver 1.1 | 2022. 04. 01



PART1. 폴더 세팅해보기

CONTENTS

01-1 폴더 생성 

05-1 연구노트 예시

03-1 전자서명 등록하기

04-1 코멘트 달아보기

01-2 폴더 공유하기

03-2 연구노트 옵션 설정 및 내보내기 

04-2 해시태그 & 검색기능

01-3 과제 정보 입력 및 폴더 설정 

03-3 시점인증 내역 확인하기 

04-3 관리자 대시보드 

04-4 서비스 연동 01-4 블록체인 인증현황 

02-1 웹 서비스 문서 올려보기 

02-2 앱으로 사진 찍어 올려보기

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PART4. 추가 기능 활용

PART5. 전자연구노트 ‘구노' 샘플 

1



PART1. 폴더 세팅해보기

  구노 서비스 안에서의 폴더 개념은 하나의 연구과제 프로


      젝트 입니다. 폴더 = 프로젝트이니 각 과제별 폴더를 생성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2. 페이지 상단의        새 폴더 만들기를 통해 언제든지 


     폴더 추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좌측 메뉴바에서        모든 폴더를 클릭하여 


     진입하면, 기본 폴더인 가 생성됩니다. GOONO 폴더

폴더 생성 01-1

새 폴더 만들기

모든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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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이름을 20자 이내로 입력해주세요.

새 폴더 만들기

폴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취소 만들기

PART1. 폴더 세팅해보기

3. 새 폴더 만들기 선택 → 폴더 이름에 과제명을 입력한 후  


     만들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 생성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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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폴더 세팅해보기

  연구자료의 공동 작업 및 협업이 필요한 경우, 라이센스 내 

       팀원에게 해당폴더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거   

       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과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팀원의 권한은       

로 구분되며, 설정 후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어야 적용됩니다.  

읽기만 가능 / 연구노트 추가 및 편집 가능 / 


     삭제

1. 생성된 폴더 내에서 우측 상단의       폴더 공유를 통해 팀원을    


     초대하거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된 팀원의 


     권한 변경 및 삭제도 가능합니다.

 모달 상단의 폴더 공유 링크를 복사하여, 팀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폴더 공유하기 01-2

공유하기

취소 저장하기

정부 과제

링크 공유

이메일 공유

초대할 팀원의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ADD

링크 복사https://redwit.page.link/QQsn5TocdPHaRsKX9

연구노트 추가 및 편집 가능

소유자

김지연 연구원

신건호 대리  

김영규  연구원 연구노트 추가 및 편집 가능 

읽기만 가능

박영수 과장  삭제

저장하기

폴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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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폴더 세팅해보기

3. 폴더의 소유자는 모든 폴더 페이지에서 해당 폴더의

     우측 상단        메뉴 → 폴더 소유자 변경을 통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폴더 공유하기 01-2

 폴더 소유자 변경은 동일한 라이센스 내 팀원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폴더 소유자 변경 시, 기존 소유자의 권한은 읽기만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정부 과제

폴더 소유자 변경

저장하기

[외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

[외부 사용자]

김지연 연구원
danna@redit.io

김영규  연구원
ethanzzang@google.com

박영수 과장  
angellily@naver.com

신건호 대리
yellowjay@daum.net

폴더 소유자 변경

과제 정보 변경 

폴더 정보보기

공유

폴더 이름 변경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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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폴더 세팅해보기

1. 생성된 각 폴더의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폴더에 진입하여        과제 정보 변경을 누르면 과제명 / 

     책임자 / 기간 등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제정보 입력 및 폴더설정 01-3

과제 정보 변경

취소 저장하기

정부과제

입력하신 정보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PDF 내보내기

과제 이름

과제 책임자 과제 번호

과제 기간

이나래

블록체체인  기반 개발

시작일 종료일~2022.03.01 2022.03.031

20221010

폴더 소유자 변경

과제 정보 변경 

폴더 정보보기

공유

폴더 이름 변경

삭제

 입력한 과제정보는 전자연구노트 표지에 출력되어 보여집니다.

 과제 정보 입력 시 폴더명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각 프로젝트 과제 별 관리 및 구분이 편리하도록, 과제명 /책임자 

    / 과제 기간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폴더 소유자 외에 다른 팀원의 

       파일 삭제 및 다운로드를 제한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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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폴더 세팅해보기

2. 개별 폴더 페이지 우측 상단의        폴더 설정을 통해 

            파일 삭제 및 다운로드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은 폴더를 생성한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정보 입력 및 폴더설정 01-3
폴더 설정

취소 저장하기

삭제 및 다운로드 관리

폴더와 연동된 서비스

폴더와 연동중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폴더 소유자 외 파일 삭제 방지 폴더 소유자 외 파일 다운로드 방지

Github
매일 밤 12시에 연동한 respository의 commit histroy, comment, issue가 올라갑니다. 

폴더 이름

블록체인 기반 개발

사용자 : 12명 생성 날짜 : 2020. 10. 20 마지막 업로드 날짜 : 2021. 01. 01

연동 페이지로 이동하기

폴더 설정

 소유자는 폴더의 기능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의 외부 서비스 연동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1. 폴더 소유자 외 파일 삭제 방지 / 

       2. 폴더 소유자 외 파일 다운로드 방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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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폴더 세팅해보기

3. 개별 폴더 하단의 별(★)을 활성화하여, 즐겨찾는 폴더를 상단에 고정할 수 있으며, [모든 폴더] 페이지에 

     접근하지 않아도 홈 화면에서도 해당 폴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제정보 입력 및 폴더설정 01-3

 폴더 즐겨찾기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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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폴더 세팅해보기

1. 좌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블록체인 컬렉션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업로드한 파일의 인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증현황 01-4

블록체인 컬렉션
 좌측에 활성화된 블록을 누르면, 인증정보가 나타납니다.

         해쉬값(위변조검증), 저장폴더, 전자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 하단에 실시간 누적 파일 갯수가 표기됩니다.

9

  구노 서비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중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진본인증)되고 있으며, 작성시점을 인정  

      (TIME- STAMP)받을 수 있어, 전자연구노트로써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구노에서는 기존에 생성된 어떤 문서든 업로드하여 전자연구

       노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 제한은 있으나 

       회의록, 아이디어 노트, 스케치, 현장 이미지 등 작성된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니 중요한 자산이 되는 모든 문서를 올려보세요.

1. 파일 추가는 어떤 페이지든        좌측 상단의 메뉴바 노트 추가 

     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서비스 문서 올려보기 02-1

 업로드 가능 확장자 : jpg, jpeg, png, svg, webp, heic, heif, pdf, 
xlsx, docs, ppt, hwp

DOC

JPG

jpg, png, pdf 형식을 지원합니다.

새 노트 만들기

폴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파일 추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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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웹서비스 문서 올려보기 02-1
연구노트 만들기

IMG_2131456.png

과제 제안서.pdf

정부과제 소개서.pdf

img sample.jpg

IMG_2131456.png

IMG_2131456.png

연구노트 추가

더 보기저장 폴더

2021. 3

일

7

14

21

28

월

1

8

15

22

29

화

2

9

16

23

30

수

3

10

17

24

31

목

4

11

18

25

금

5

12

19

26

토

6

13

20

27

TIPS 과제

블록체인 인프로 개선 

외주 계약서 및 제안서

정부과제폴더

작성일

취소 업로드

 작성날짜 선택은 등록일 기준으로 과거의 날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저장 폴더

2021. 3

일

7

14

21

28

월

1

8

15

22

29

화

2

9

16

23

30

수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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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1

목

4

11

18

25

금

5

12

19

26

토

6

13

20

27

TIPS 과제

블록체인 인프로 개선 

외주 계약서 및 제안서

정부과제폴더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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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2. 업로드 된 노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시태그를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웹서비스 문서 올려보기 02-1

 해시태그는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20자 이하로 
작성 가능합니다.

 해시태그 입력 후 엔터 or 스페이스바를 통해 등록한 뒤 

       반드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특수기호는 ~_-/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 편집

태그를 입력해주세요. (최대 10개)

태그 입력 후 엔터, 스페이스 바를 입력하여 수집할 태그를 등록한 뒤 저장을 해주세요.

# 여기에 태그를 입력해주세요

최근 등록한 태그

저장 하기

#2021_03국가과제 #이미지모음

#R&D연구자료

#인공지능설계디자인UIUX #블록체인

태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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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3. 저장된 해시태그는 개별 노트의 미리보기 화면 및 


     파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서비스 문서 올려보기 02-1

태그 편집하기

#2021_03국가과제

#인공지능설계디자...

#이미지모음

#블록체인

#R&D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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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PC(WEB)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 웹에 접속하거나, 앱

      스토어에서 GOONO 어플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할 수 있어 외부 일정에서 유용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앱으로 구노 접속 시 홈( ) 화면의 갤러리에서 기록

     가져오기 or 카메라에서 기록 촬영하기 버튼을 눌러 연구노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사진 찍어 올려보기 02-2

 메뉴바 하단의 버튼( )을 통해서도 동일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갤러리에서 

기록 가져오기

카메라에서 

기록 촬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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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2. 갤러리에서 기록 가져오기 시, 사용 디바이스 내의 사진첩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순서대로 첨부됩니다.

3. 카메라에서 기록 촬영하기 시,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사진 찍어 올려보기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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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연구노트 등록하기

4. 사진첩의 파일 선택 or 카메라 사진 촬영 시 [연구노트 만들기] 

화면에서        첨부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작성 날짜 변경, 


      저장 폴더,       해시태그 등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사진 찍어 올려보기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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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마이페이지를 통해 나만의 전자서명을 등록하면, 

       PDF 내보내기 시 작성된 페이지의 하단에 작성자의 서명란에    

       적용되어 노출됩니다.

1. 좌측 메뉴바 하단의        [마이페이지]를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등록하기 03-1

 등록한 전자서명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연구노트에 표기됩니다.

공유하기

취소 저장하기

정부 과제

링크 공유

이메일 공유

초대할 팀원의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ADD

링크 복사https://redwit.page.link/QQsn5TocdPHaRsKX9

연구노트 추가 및 편집 가능

소유자

김지연 연구원

신건호 대리  

김영규  연구원 연구노트 추가 및 편집 가능 

읽기만 가능

박영수 과장  삭제

나만의 서명을 등록해보세요.   인증 노트 내려받기 시 확인할 수 있어요!(*최초1회)

전자 서명

저장하기

서명 전체 지우기

마이페이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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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전자서명 등록하기 03-1

 적용된 전자서명은 아래와 같이 다운받은 PDF 파일 각 페이지 하단

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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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구노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연구노트를 선택하여, PDF 내보내


       기 이용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요건인 작성자, 작성시점,  


       공인인증이 자동 적용되어 법적 증거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연구의 모든 과정이 기록된 연구노트를 국가 과제 혹은 내부 보고를 위

해 전자화 하여 제출하는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PDF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잘 작성된 연구노트는 연구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분쟁 시 법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옵션 설정 및 내보내기 03-2

       개별 폴더 내부 우측 상단에서 연구노트 다운받기를 


       눌러 원하는 파일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파일 자세히 보기 화면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연구노트 다운받기

19



취소하기 전체선택다운받을 연구노트를 선택하세요 노트 내려받기

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연구노트 옵션 설정 및 내보내기 03-2

 연구노트 다운로드는         개별 및        전체선택 옵션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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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Completing the lab notes

태그 편집

태그를 입력해주세요. (최대 10개)

태그 입력 후 엔터, 스페이스 바를 입력하여 수집할 태그를 등록한 뒤 저장을 해주세요.

# 여기에 태그를 입력해주세요

최근 등록한 태그

저장 하기

#2021_03국가과제 #이미지모음

#R&D연구자료리서치_2022_01

#인공지능설계디자인UIUX #블록체인

PDF 내보내기

페이지 방향 PDF 옵션

표지 포함하기

인증서 포함하기

코멘트 포함하기

순서 포함하기
가로정렬

내보내기

다운로드 시 팝업 허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로정렬

업로드 최신 순

업로드 오래된 순

작성일자 최신 순

작성일자 오래된 순

선택한 순서 

연구노트 옵션설정 및 내보내기 03-2

 개별 파일 자세히 보기 화면에서도 내려받기

가 가능합니다.
 코멘트의 경우, 노트 내에 연구원들이 

남겨둔 코멘트 기록들을 연구노트와


       함께 추출하는지에 대해 선택하실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시 코멘트 기록이


       연구노트와 함께 추출됩니다. 표지의 경우 폴더에 입력한 과제 정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지가 제작되며, 입력한 


       과제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폴더 이름이        

       작성됩니다.

 인증서의 경우, 선택한 연구노트를 작성한 모든 
연구원의 정보 및 블록체인, 시점 인증 정보가 
요약된 GOONO 인증서가 함께 포함됩니다.

 여러 개의 연구노트를 선택하여 추출

하시는 경우, 선택한 순서대로 / 업로

드 오래된 순 / 업로드 최신 순 / 작성

일자 오래된 순 / 작성일자 최신 순의 
선택을 통해 연구노트를 정렬하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연구노트 업로드시 선택

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정렬되는 것
을 말합니다.

 인증정보가 포함된 예시는 다음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DF 방향 코멘트 포함 (선택)

표지/인증서 정보 포함 (선택)

PDF 정렬

  Team/Enterprise 라이센스의 경우, 아래의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eam/Enterprise 라이센스의 경우, 아래의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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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연구노트 옵션 설정 및 내보내기 03-2

 인증서의 경우, 선택한 연구노트를 작성한 모든 연구원의 정보 및 블록체인, 

시점 인증 정보가 요약된 GOONO 인증서가 함께 포함됩니다.

인증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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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연구노트 옵션 설정 및 내보내기 03-2

 다운로드 완료 시 PDF 미리보기 화면이 노출되며, 사용 폴더의 


       기본 저장폴더에 저장됩니다.

 브라우저의 옵션이 팝업 차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팝업 차단 


       해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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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연구노트 완성하기

  구노를 통해 다운로드한 PDF파일의 각 페이지 하단의 우측에는    


       시점확인 및 진본 스탬프가 첨부됩니다. 첨부된 스탬프에는 각    


       페이지마다의 인증정보가 담긴 인증 내역이 포함됩니다.

1. 모든 연구노트에는 작성자의 서명과       시점 인증 스탬프가 

삽입됩니다. PDF 파일 우측 하단의 시점 인증 스탬프에는 시점 

인증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스탬프를 클릭하면 


서버 / 인증시간 / 해시값 / 시리얼 넘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점인증 내역 확인하기 03-3

 한국전자인증시점확인센터의 인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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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각 연구노트 파일에 자유롭게 코멘트를 등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를 태그하여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업로드한 개별 연구노트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등록하기 04-1

 코멘트는 폴더 내 공유된 모든 연구원들에게 보여집니다.

 코멘트를 모든 페이지 or 특정 페이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코멘트는 연구노트 다운받기 옵션에 따라 PDF에 포함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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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코멘트 등록하기 04-1

 그룹 내 모든 연구원을 별도의 태그(@) 기능을 통해, 

       태그하고 이메일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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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코멘트 등록하기 04-1

 코멘트에        ★을 활성화하여, 최상단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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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2. 특정 단어가 포함된 코멘트를 검색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검색창을 활용하여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멘트 등록하기 04-1

28



PART4. 추가 기능 활용

 OCR이란? 광학식문자판독 장치로 문서에 새겨진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인쇄된 문자와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인식이 가능하여, 자료를 검색하여 찾는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1. 모든 페이지 좌측 상단의 검색창을 통해 등록한 


           해시태그나 이미지 속 단어를 입력후 엔터를 눌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 검색기능 04-2

 최근 등록한 해시태그 및 검색어가 검색창에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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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해시태그 & 검색기능 04-2

 검색 결과는        해시태그 /        OCR /         폴더명으로 나누어 

       노출됩니다.

 검색 결과가 4개 이상일 경우 우측의        [모두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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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
기

전체선
택

다운받을 연구노트를 선택
하세요

노트 내려
받기

PART4. 추가 기능 활용

관리자 대시보드 04-3

  관리자 대시보드는 Team/Enterprise 플랜의 라이센스 관리

       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라이센스 내 팀원의 전반         

       적인 연구 노트 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대시보드는 좌측 메뉴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 관리], [보안/접근], [연구노트 현황] 총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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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선택하신 팀원의 라이센스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팀원 라이센스 삭제

취소 해제

32

관리자 대시보드 04-3 _ 사용자 관리

      라이센스 내 팀원을 메일로 초대하거나, 


이미 초대된 팀원을       확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내 팀원을 삭제하여도, 공유된 


       폴더내에 해당 팀원이 업로드한 노트는 


       유지됩니다. 단, 팀원의 개인 폴더 내의  


       노트는 관리자가 접근하여 보기 어려우니, 


       데이터 유지가 필요한 경우 폴더 소유자  


       변경을 통해 데이터를 인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각 사용자별 업로드 된 노트의 인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4. 추가 기능 활용

관리자 대시보드 04-3 _ 사용자 관리

 폴더 초대 안내 메일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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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관리자 대시보드 04-3 _ 보안/접근

라이센스 팀원의 접속        설정 및      


      접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기능 

활성화 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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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관리자 대시보드 04-3 _ 보안/접근

 팀원의 상세 접속 내역은        우측의 ▽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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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관리자 대시보드 04-3 _ 연구노트 현황  

  활성 연구원이란 무엇인가요?

해당 기간 내에 연구노트를 1회 이상 업로드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전체 라이센스 사용자 대비 몇 %의 팀원이 활성 사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팀원의 연구노트 작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 이번주 / 이번달 / 최근 6개월 ) 현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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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관리자 대시보드 04-3 _ 연구노트 현황  

또한 연구원 활동과 라이센스 내 폴더/노트 확인하기 탭을 제공하여, 공유하지 않은 팀원 개인의 폴더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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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구노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ithub, google drive 

       총 2개의 외부 서비스 연동을 제공합니다. 

1. 좌측 메뉴의        [서비스연동]을 통해, Github의 repository

    를 자동으로 업로드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동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동할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


서비스 연동 04-4

 연동 이전 시점의 repository commit history, comment, issue도 
업로드 됩니다.

서비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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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서비스 연동 04-4

2.       Github의 repository 선택 →       구노 업로드 폴더 선택 시, 매일 밤 12시에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

1/2 단계

연동할 Github 폴더를 선택하세요

이전 다음

github/project1

github/project2

github/project3

2/2 단계

연동할 구노 폴더를 선택하세요

이전 완료

TIPS 과제 블록체인 인프로

개선

정부과제폴더외주 계약서 및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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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서비스 연동 04-4

        연동 해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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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3. Google drive 내 저장된 파일을 구노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 상단의 + 연구노트추가 → 구글 드라이브  

     에서 추가  구글계정 로그인 → 파일 선택 → 구노 저장   

     폴더 선택 시 업로드 됩니다.


서비스 연동 04-4

 구글 드라이브 파일 중 구노 지원 확장자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개별 폴더 내의         [새 노트 만들기]를 통해서도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jpg, png, pdf 형식을 지원합니다.

새 노트 만들기

폴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파일 추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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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추가 기능 활용

서비스 연동 04-4

 연동할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엑세스 권한에 허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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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만들기

더 보기저장 폴더

2021. 3

일

7

14

21

28

월

1

8

15

22

29

화

2

9

16

23

30

수

3

10

17

24

31

목

4

11

18

25

금

5

12

19

26

토

6

13

20

27

TIPS 과제

블록체인 인프로 개선 

외주 계약서 및 제안서

정부과제폴더

작성일

취소 업로드

PART4. 추가 기능 활용

서비스 연동 04-4

 구글 드라이브 내         파일을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내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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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전자연구노트 ‘구노' 샘플 

연구노트 예시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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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 연동 기능을 통해 작성된 샘플  Google Drive 연동 기능을 통해 작성된 샘플  Word 파일 업로드 샘플



PART5. 전자연구노트 ‘구노' 샘플 

연구노트 예시 05-1

45

 수기기록 업로드 샘플  한글 파일 업로드 샘플  엑셀 파일 업로드 샘플



PART5. 전자연구노트 ‘구노' 샘플 

연구노트 예시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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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파일 업로드 샘플  PDF 파일 업로드 샘플



웹서비스 사용 메뉴얼 _ 감사합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

1:1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contact@redwit.io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TEl. 042-861-5001

https://www.goono.so/contact
https://www.goono.so/he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