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FTP 서버
 
<ftp서버 구축>
 
관리도구→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 → 기본ftp→ 등록정보→ ftp사이트(IP잡고 포트21)
→보안계정(webuser)→ 메시지 (환영, 끝메세지, 최대초과시 메세지) 
→홈디렉토리(이컴퓨터..., 로컬경로...찾아보기... C:￦,  디렉토리 목록스타일...아무거나)
→디렉토리보안(엑세스 허용)
 
<test>
 
탐색기→C:￦이종석 폴더 생성→텍스트나 bmp 파일 복사→c:￦다운로드 폴더생성
→cmd
 
C:￦>cd 다운로드
C:￦다운로드>ftp 211.254.138.171 
Connected to 211.254.138.171. 
220 H171 Microsoft FTP Service (Version 5.0). 
User (211.254.138.171:(none)): anonymous 
331 Anonymous access allowed, send identity (e-mail name) as password. 
Password:              (암호 :a@a.com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230-안녕^o^! 환영해요~! 
230 Anonymous user logged in.
 
ftp> ?                ( =>도움말) 
Commands may be abbreviated.  Commands are:
!               delete          literal         prompt          send 
?               debug           ls              put             status 
append          dir             mdelete         pwd             trace 
ascii           disconnect      mdir            quit            type 
bell            get             mget            quote           user 
binary          glob            mkdir           recv            verbose 
bye             hash            mls             remotehelp 
cd              help            mput            rename 
close           lcd             open            rmdir
 
ftp> pwd                    (ftp서버 어느 위치에 있는가...) 
257 "/" is current directory.
 
ftp> dir          (또는 ls)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ASCII mode data connection for /bin/ls. 
03-17-05  04:57PM       <DIR>          공유자료 
03-17-05  03:40PM                 1758 김혜자개인키.p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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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05  09:38AM       <DIR>          다운로드 
03-17-05  12:22PM       <DIR>          소영폴더 
03-17-05  03:35PM       <DIR>          소영폴더2 
03-23-05  09:33AM       <DIR>          안정숙 
03-17-05  09:19PM                 1774 정수기개인키.pfx 
03-18-05  10:43AM       <DIR>          테스트1 
03-18-05  10:44AM       <DIR>          테스트2 
03-17-05  03:50PM                 1774 파일복구인증서.pfx 
03-17-05  03:26PM       <DIR>          혜자폴더 
03-21-05  02:37PM       <DIR>          Documents and Settings 
03-22-05  10:11AM       <DIR>          homepage1 
03-22-05  10:03AM       <DIR>          homepage2 
03-22-05  10:06AM       <DIR>          homepage3 
10-12-04  09:01AM       <DIR>          Inetpub 
03-14-05  04:37PM       <DIR>          nathomepage 
03-21-05  02:37PM       <DIR>          Program Files 
03-18-05  12:43PM       <DIR>          utility2 
03-21-05  10:28AM       <DIR>          WINNT 
10-12-04  10:19AM       <DIR>          WUTemp 
226 Transfer complete. 
ftp: 1071 bytes received in 0.02Seconds 66.94Kbytes/sec.
 
ftp> cd 안정숙 
250 CWD command successful.
 
ftp> pwd 
257 "/안정숙" is current directory.
 
ftp> lcd         (접속전 나의 위치....다운로드 하면 이곳 폴더로 들어간다) 
Local directory now C:￦다운로드.
 
ftp> !       (다시 내컴퓨터로) 
Microsoft Windows 2000 [Version 5.00.2195] 
(C) Copyright 1985-2000 Microsoft Corp.
C:￦다운로드>
 
C:￦다운로드>exit     (다시 ftp 서버로 붙자) 
ftp> dir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ASCII mode data connection for /bin/ls. 
01-10-00  09:00PM                26680 부채.bmp 
01-10-00  09:00PM                17362 붉은 꽃.bmp 
01-10-00  09:00PM                 9522 붉은 카펫.bmp 
10-12-04  10:00AM                19816 Active Setup Log.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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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05  12:43PM                54697 certocm.log 
226 Transfer complete. 
ftp: 268 bytes received in 0.00Seconds 268000.00Kbytes/sec.
 
*2진파일(bmp)는 바이너리 상태(bin)로 바뀌어야만 업로드/다운로드가 가능하다
 
ftp> ascii          (ascii는 텍스트 파일만 가능...2진파일(bmp) 업로드/다운로드 가능하지만 
다 깨진다) 
200 Type set to A.
 
ftp> bin             (bin은 텍스트, bmp 모두 가능......2진모드로 바뀐다음에야 가능) 
200 Type set to I.
 
ftp> get 부채.bmp    (get → 파일 한개 다운로드) 
                (파일명에 공백이 있을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해야 한다  "붉은 꽃.bmp")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BINARY mode data connection for 부채.bmp(26680 bytes). 
226 Transfer complete. 
ftp: 26680 bytes received in 0.00Seconds 26680000.00Kbytes/sec.
 
ftp> mget *.bmp   (bmp 파일 모두 다운로드) 
200 Type set to I. 
mget 부채.bmp? n  (이미 받은파일은 n) 
mget 붉은 꽃.bmp? y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BINARY mode data connection for 붉은 꽃.bmp(17362 bytes). 
226 Transfer complete. 
ftp: 17362 bytes received in 0.00Seconds 17362000.00Kbytes/sec. 
mget 붉은 카펫.bmp? y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BINARY mode data connection for 붉은 카펫.bmp(9522 bytes). 
226 Transfer complete. 
ftp: 9522 bytes received in 0.00Seconds 9522000.00Kbytes/sec.
 
ftp> mkdir 이종석H             (ftp서버에 읽기 권한만 주어졌기 때문에 => 업로드가 안되는 
상황) 
550 이종석H: Access is denied.
 
  (test) IIS→ 기본ftp사이트 등록정보→홈디렉토리→ 쓰기권한을 주어 본다
            →탐색기에 c:￦관리자용172 폴더 생성
            →(ntfs 보안...everyone 제거...administrators 추가(DC는 sky.local밑에, 멤버는 
h172밑에.. 모든권한)
            →로컬유저생성(ftpuser, kh123$)
            →관리자용172 등록정보→ 보안→ ftpuser 추가(폴더내용보기,읽기,읽기 및 실행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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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다)
 
C:￦다운로드>ftp 211.254.138.171 
Connected to 211.254.138.171. 
220 H171 Microsoft FTP Service (Version 5.0). 
User (211.254.138.171:(none)): 홍리나 
331 Password required for 홍리나. 
Password: 
230-안녕^o^! 환영해요~! 
230 User 홍리나 logged in. 
ftp> cd 관리자용171 
250 CWD command successful. 
ftp> mkdir 이종석h 
550 이종석h: Access is denied.
ftp> rm 깃털.bmp 
550 깃털.bmp: The directory name is invalid.
 
(업로드)
    c:￦다운로드￦이종석.doc 파일 생성   
C:￦다운로드>ftp 211.254.138.171 
Connected to 211.254.138.171. 
220 H171 Microsoft FTP Service (Version 5.0). 
User (211.254.138.171:(none)): 홍리나 
331 Password required for 홍리나. 
Password: 
230-안녕^o^! 환영해요~! 
230 User 홍리나 logged in.
ftp> cd 이종석h 
250 CWD command successful. 
ftp> pwd 
257 "/이종석h" is current directory. 
ftp> bin 
200 Type set to I. 
ftp> put 이종석.doc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BINARY mode data connection for 이종석.doc. 
226 Transfer complete. 
ftp: 24064 bytes sent in 0.00Seconds 24064000.00Kbytes/sec.
 
 
 
             =>  FTP 권한과 NTFS 관한이 일치되어야만 쓰기가 가능하다 (둘중 하나만 읽기
면 모두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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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TP유저 디스크 할당량 제한 
 
d:￦ 드라이브→ 등록정보→ 할당량→ 할당량→ 관리사용 체크→ 할당량 한도를 넘은 사용자...
체크
디스크 공간 20MB..경고수준17MB  이벤트기록 둘다 체크
   =>  ftpuser 로 로그온 -> d드라이브 등록정보-> 전체용량이 20MB
 
특정 FTP유저 디스크 할당량 제한 
 
d드라이브→등록정보→할당량→할당량항목 클릭→메뉴바 할당량→새 할당량항목
→자기컴퓨터 선택→ftpuser추가→용량 설정
 
<나의홈페이지1 내에 huser1의 개인홈페이지 만들기> 
 
로컬유저 huser1,2,3(123) 생성
→d:￦개인홈페이지￦huser1...3 폴더 생성
→IIS→기본ftp사이트 등록정보→홈디렉토리(쓰기 체크 없앰)
→기본ftp사이트 오른쪽마우스→ 새로만들기→ 가상디렉터리→별칭(반드시 huser1)→ 경로
(c:￦개인홈페이지￦huser1)
→읽기,쓰기 체크→ 마침..............huser2, huser3 모두 같은식으로 가상디렉토리 만든다
 
C:￦>ftp 211.254.138.172 
Connected to 211.254.138.172. 
220 H172 Microsoft FTP Service (Version 5.0). 
User (211.254.138.172:(none)): huser1 
331 Password required for huser1. 
Password: 
230-환영합니다~! 
230 User huser1 logged in. 
ftp> pwd 
257 "/huser1" is current directory. 
ftp> put 깃털.bmp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ASCII mode data connection for 깃털.bmp. 
226 Transfer complete. 
ftp: 16730 bytes sent in 0.00Seconds 16730000.00Kbytes/sec. 
ftp> mkdir img 
257 "img" directory created.
 
IIS→나의 홈페이지1 오른쪽마우스→새로만들기→가상디렉터리→huser1...3생성
    (나의 홈페이지1 문서에 첫페이지(default.htm)이 가상디렉터리로 상속된다)
→메모장으로 default.htm 을 만들어 c:￦에 저장→ftp로 내컴에 접속→huser1으로 접속
→defaut.htm을 업로드한다→IIS의 huser1 브라우저로 보기
→default.htm 열림(http:￦￦www.apple.local￦hus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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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웹서버
 
    ; 인증서버, 인증받는 웹서버
<인증서버 구축>
IIS→기본웹사이트 살린다(다른 웹사이트 다 중지하고 IP만 준다)→자료 참조. 
<웹서버 구축>
자료참조.
 
이메일 서버
 
        ;workgroup이 아닌 도메인만 가능하다
[추가DC]
IIS에 SMTP와 NNTP가 올라와야 메일서버인 익스체인지CD를 설치할수있다
익스체인지 CD설치→DNS(추가DC도...)→sky.local 오른쪽마우스→새 메일교환기
→호스트 또는 도메인(default는 jslover78@sky.local, mail 입력하면 jslover78@mail.sky.

local) 

→메일서버(메일서버..h171을 잡는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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