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tron Discovery Wireframe

C-1 Workspace
2019.06.14ㅣver.0.11

1. Workspace lists

2. Shared workspace

3. Personal workspace

4. Sample workspace



Version Date Summar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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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7-9 워크스페이스 생성 시, 스키마 설정 UI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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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7 사용자 역할별 권한 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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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6 문서에서 매니저 à 오너로 변경
- P.6 비활성 워크스페이스 케이스 추가
- P.7,9,21,24 매니저를 권한 수정 가능하도록 변경
- P.17 매니저 권한이 최소 1명이어야 하는 규칙 삭제

Cho, Minjung

v.0.03 2018.03.08 - P.17,18 All à All list 로 변경 Cho, Minjung

v.0.04 2018.03.15 - P.6,11 나의 역할 라벨은 오너인 경우만 표시
- P.7-9 워크스페이스 생성 시, 프리셋 스키마 사용할때 역할명 및 디폴터값 설정 기능 SPEC-OUT / 커스텀 스키마 편집 뎁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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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 관련 메뉴와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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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퍼미션 & 사용자 역할 권한

Permissions 4

(item)Workbook

View ur.1

Create ur.2

Edit any ur.3

(item)Notebook

View ur.4

Create ur.5

Edit any ur.6

(item)Workbench

View ur.7

Create ur.8

Edit any ur.9

Workspace
Create folders ur.10

Set config. ur.11

오너 양도 ur.0

Discovery permissions

User role permissions

Personal workspace dp.1

Shared workspace dp.2

Data management dp.3

System setting dp.4

Workspace manager dp.5

User role Owner(*) 모든 권한 (ur.0~ur.11)

Custom role
ur.0 불가능

ur.1~ur.0 의 권한 조합 가능

* Owner
- Owner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ur.0~ur.11)을 가지고 있는 role입니다
- Owner의 role 권한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Owner는 워크스페이스에 단 1명 존재합니다
- Owner는 워크스페이스에 소속된 멤버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워크스페이스 생성자는 최초의 멤버이면서 Owner가 됩니다



1 Workspace lists

1. Shared workspace lists

2. Create shared workspace



1.1.1 공유 워크스페이스 리스트

1.1 Workspace lists > Shared workspace lists 6

[진입경로]

- LNB > 공유 워크스페이스 리스트 클릭

- 개인/공유 워크스페이스 > 공유 워크스페이
스 리스트 클릭

1.개인 워크스페이스

1. 개인 워크스페이스 접근권한이 있는 사용자
만 보임

2. 클릭 > 해당 워크스페이스 화면으로 이동

2.공유 워크스페이스

1. 공유 워크스페이스 수

2. 공유 워크스페이스 생성

•클릭 > 공유 워크스페이스 생성 팝업 출력
☞다음페이지 [030.0]

3. 워크스페이스 검색

•워크스페이스 이름

•P.H : 공유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검색하세
요

4. 즐겨찾기워크스페이스만 보기

•Off(default) ß à On

5. 전체 공개인 워크스페이스만 보기

•Off(default) ß à On 

6. 내가 오너인 워크스페이스만 보기

•Off(default) ß à On

7. 정렬

•이름 정렬 가능 (오름차순이 default)

8. 목록 구성 요소

•즐겨찾기 설정 토글 버튼

•Off(default) / On

•공유 워크스페이스 이름

•워크스페이스 설명

•나의 역할이 오너인 경우, ‘오너’라벨 표시

•워크스페이스의 아이템 별 개수

•공유 정보 표시

•공유 멤버, 그룹 수 또는 ‘전체공개’

9. 목록 클릭 > 해당 워크스페이스 화면으로 이
동

There are 13 Shared Workspace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Public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space name Description area 3 Members 2 Groups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2 Search by shared workspace name

Shared Workspace 1

Favorites Name ascending

Personal workspace à

Owner

Owner

Owner

☐ I’m the owner

dp.1

☐ Public only

ur.1 ur.4 ur.7

어드민에 의해 비활성된 워크스페이스
클릭 >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확인 팝업 출력☞[022.0]

Inactivated



1.2.1 공유 워크스페이스 생성 초기 화면

1.2 Workspace lists > Shared workspace lists > Create shared workspace (1) 7

1. name(*)

1. P.H : 이름을 입력하세요

2. 입력즉시 이름 중복 체크하여 중복인 경우
관련 MSG 출력

•이름 중복 체크 범위 : Inactive, Active 워크
스페이스. 삭제된 워크스페이스는 포함되지
않음

2. Description

1. P.H : 설명을 입력하세요

3.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1. 스키마 프리셋 (default)

•스키마 프리셋 목록 확인 가능.

•스키마 선택 이전에는 사용자 역할 설정 영
역에 ‘스키마를 선택하세요’ 표시.

•스키마 선택 시, 선택 스키마에 대한 사용자
역할 설명이 아래에 보여짐. 즉, 스키마 선
택값이 바뀌면 내용이 바뀜.

2. 사용자 정의 스키마

•선택 시, 기본롤세팅(Manager만 있는 상
태) 확인 가능

•편집 클릭 > 스키마 수정 팝업 출력
☞[035.3]

4.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생성 취소

2. 완료 클릭 > Validation 체크

•필수값 : 워크스페이스 이름, 스키마(사용자
역할 설정)

•Success > 워크스페이스 생성 완료토스트
출력☞[010.0] / 신규 워크스페이스 화면으
로 이동

•Fail > 토스트 출력☞[001.0] / 에러 개별
항목에 도움말 표시

Create shared workspace

DoneCancel

Please enter a name

Please enter a description

Name*

Description

이미 사용중인 이름입니다

4

1

2

[030.0]

Select a schema ▼

Workspace permission schema

3.1⦿ Use a schema preset ○ Use a custom schema

User roles

Please select a schema

유형 > default : 스키마 프리셋

Workspace permission schema

○ Use a schema preset ⦿ Use a custom schema

User roles

유형 > 사용자 정의 스키마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Manager ● ✓ ✓ ✓ ✓ ✓ ✓ ✓ ✓ ✓ ✓ ✓

Explanation

3.2

3

Edit

Discovery permission : Workspace manager만 해당함

dp.5



1.2.2 공유 워크스페이스 생성시, 스키마 프리셋 사용 화면

1.2 Workspace lists > Shared workspace lists > Create shared workspace (2) 8

1.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 스키마 프리셋
(default) > 프리셋 선택

1. 해당 프리셋의 사용자 역할 설정값 확인 가
능.

•사용자 역할의 이름, 역할 초기값(멤버 또는
그룹 추가 시, ) 변경 가능. 2018.03.15 편집
기능 개발 보류. (사용자 역할의 이름, 역할
초기값 변경 불가능함)

•역할별 권한 설정값은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사용자 역할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Create shared workspace

DoneCancel

Please enter a name

Please enter a description

Name*

Description

1

[030.1]

공유 워크스페이스 1 ▼

Workspace permission schema

⦿ Use a schema preset ○ Use a custom schema

User roles

Explanation

• Default role : Role to be granted when adding new members and groups

• View of (item) : Enable to access to item and to read contents

• Create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 Edit any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which is created by other users

• Create folders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folders

• Set config. : Enable to edit information and to set configuration of workspace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Manager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Watcher ✓ - - ✓ - - ✓ - - - -

스키마 프리셋 > 스키마 프리셋 선택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Manager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 X Remove

Watcher ○ ✓ ✓ ✓ ✓ ✓ ✓ ✓ ✓ ✓ ✓ ✓ X Remove

1.1



1.2.2 공유 워크스페이스 생성시, 사용자 정의 프리셋 사용 화면

1.2 Workspace lists > Shared workspace lists > Create shared workspace (3)

1.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 사용자 정의 스
키마

1. 스키마 프리셋 목록 확인 가능.

2. 스키마 프리셋을 불러올 수 있고, 그렇지 않
더라도 사용자 정의 스키마를 만들 수 있음.

3. 스키마 프리셋 불러오기 시, 불러온 스키마
이름 표시

4. 해당 프리셋의 사용자 역할 설정값 확인 가
능.

•사용자 역할의 이름, 역할 초기값(멤버 또는
그룹 추가 시, ) 변경 가능. 역할별 권한 설
정값은 변경 가능. 또한, 사용자 역할을 추
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사용자 역할 편집의 UI 동작은 워크스페이
스 관리 문서 참고 ☞[M-Core]WF-X3-
Workspaces > ‘2.2.2 사용자 역할 편집

참고 ) 각 워크스페이스 별로 1개의 커스텀 스키
마를 가질 수 있고, 최근 설정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함.

1.버튼

1. 취소 클릭 >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
당 팝업 닫힘

2. 완료 클릭 > Validation 체크

•필수값 : 역할 명, 권한 1개 이상 체크

•Success >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해당 팝
업 닫힘

•Fail > 토스트 출력☞[001.0] / 에러 개별
항목 표시

Edit custom schema Load a schema preset ▼

User roles

DoneCancel

[035.3]

2

9

+ Add

based on 공유 워크스페이스 1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매니저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 X Remove

Watcher ○ ✓ ✓ ✓ ✓ ✓ ✓ ✓ ✓ ✓ ✓ ✓ X Remove

+ Add

1

1.3

1.4

Discovery permission : Workspace manager만 해당함dp.5



1.2.4 워크스페이스

1.2 Workspace lists > Shared workspace lists > Create shared workspace (4) 10

workspace manager 퍼미션이 없는 사용자는
Custom schema 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련 UI
는 보이지 않음

Create shared workspace

DoneCancel

Please enter a name

Please enter a description

Name*

Description

[030.2]

Schema name ▼

Workspace permission schema

User roles

Explanation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Manager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Watcher ✓ - - ✓ - - ✓ - - - -



2 Shared workspace

1. Shared workspace

2. Datasources

3. Members & Groups

4. Edit workspace name & description

5. Edit shared members & groups

6. Set notebook server

7. 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8. Change owner



3 Member 12 Group Created on 2017-7-1322 Datasource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Update AscendingAll (12)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 폴더 depth 1 > 폴더 depth 2 > 폴더 depth 3 Search by data name

Parent folder

☐ 폴더 1

☐ 폴더명 수정_

☐ Work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Connection name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1. Workspace 정보 및 서머리 영역

1. 전체목록 버튼

• 클릭 > Workspace 전체 화면으로 이동

2. Workspace name : 길어질 경우 말줄임 표시

3. Description : 길어질 경우 말줄임 표시

4. 즐겨찾기

• On ß à Off 토글

5. 아이템 별 개수 표시

6. 데이터 소스 개수 표시

• 클릭 > 데이터 소스 리스트 화면이 아래 영역에 슬
라이드되어 보여짐

7. Shared Groups 및 Members 수 표시

• 클릭 > 참여 Groups 및 Members 리스트 및 설정
화면이 아래 영역에 슬라이드되어 보여짐

• 단, 전체공개 워크스페이스인 경우, ‘전체공개’ 표
시. 클릭 불가

8. Workspace 생성 일시 및 작성자 name

9. 더보기 메뉴

• 클릭 > 메뉴 팝업 출력

• 이름, 설명 수정 클릭 > 해당 팝업 출력☞[031.0]

• 공유자 설정 클릭 > 해당 팝업 출력☞[033.1] 
[033.2]

• 노트북서버 설정 클릭 > 해당 팝업 출력☞[034.0]

• 퍼미션 스키마 설정 > 해당 팝업 출력☞[035.1]

• 오너 변경 클릭 > 해당 팝업 출력☞[036.0]

• 삭제 클릭 > 삭제 확인 팝업 출력☞[011.0]

10.나의 역할이 오너인 경우, ‘오너’라벨 표시

2. 리스트 구성요소

1. 공통 인터렉션

• Hover > 삭제 아이콘 보임

• 삭제 클릭 > 삭제 확인 팝업 출력☞[012.0]
[013.0] [014.0]

•새로운아이템에 new 아이콘 표시

2. 아이템 별 구성요소

• Parent folder 

• 2nd depth 이하 페이지에 표시

• 리스트 클릭 > 상위폴더로 이동

• 편집 버튼 클릭 > 이름/설명 편집 UI 출력

• 폴더

• 폴더아이콘 / 폴더명

• Workbook

•아이콘 / 이름 / 설명 / 데이터 소스 수 / 대시보드
수 / 업데이트 시점

• Notebook

•아이콘 / 이름 / 설명 / 데이터 타입 별 기타 정보

• 기타 정보

• 데이터소스 : 데이터소스명 / 개발언어

• 대시보드 : 대시보드명 / 개발언어

• 대시보드,차트 : 대시보드명 / 차트명 / 개발언어

• Workbench

•아이콘 / 이름 / 설명

2.1.1 공유 워크스페이스 리스트 뷰

2.1 Shared workspace : List view 12

Workbench

Notebook

Workbook

Move selectionsClone workbooks

1 1

2 43

5 6 8
9

2

WorkbenchNotebook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Notebook

Workbook

2 5

2 5

2 5

2 5

7

Folder

폴더명 수정

10 dp.2

ur.1 ur.4 ur.7

ur.11

ur.10 ur.2 ur.5 ur.8ur.2 ur.2/5/8

ur.10

ur.2

ur.5

ur.8

ur.10

ur.2

ur.5

ur.8

Edit name and description

Set shared member & group

Set notebook server

Set permission schema

Change owner

Delete this workspace

ur.6

ur.0

i

Datasource is missing

server name datasource nam

server name datasource nami

Server is not available

i

Connection is not 
available



3 Member 12 Group Created on 2017-7-1322 Datasource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Update AscendingAll (12)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 폴더 depth 1 > 폴더 depth 2 > 폴더 depth 3 Search by data name

1. 아이템브라우징 영역

1. Breadcrumbs (링크있음)

2. 필터

•화면 참고

•아이템 개수 표시

•default  : 전체

3. 정렬

•카테고리 순서 : 상위폴더 버튼 > 폴더 >
아이템

•정렬종류에 따라 각카테고리 안에서 정렬
됨

•업데이트 최신순(default) ß à과거순

•이름 ㄱㄴㄷ순ß àㅎㅍㅌ순

4. 뷰 변경

•카드뷰ß à 리스트뷰(default) 토글

5. 데이터 이름으로 검색

2. (작성자/관리자)아이템 생성/삭제 관련 기능 버
튼. 폴더 이외의 기능은 1.0과 동일

1. 폴더 생성 클릭 > 새로운 폴터가 즉시 생성
되고, 이름 프리셋이 자동 부여되고 이름
edit 가능한 상태임. (이때 포커스 아웃 시,
이름 수정이 완료된 상태가 됨)

•이름 : New folder

2. 워크북 생성 클릭 ☞ [M-Core]WF-C3.1-
Workbook&Dashboard

3. 노트북 생성 클릭

•노트북 서버가 있는 경우, ☞[M-Core]WF-
C2-Notebook

•노트북 서버가 없는 경우,

•워크스페이스 열람자일 경우☞[016.1]

•워크스페이스 관리자일 경우☞[016.2]

4. 워크벤치 생성 클릭☞[M-Core]WF-C5-
Workbench

2.1.2 공유 워크스페이스 카드뷰

2.1 Shared workspace : Card view 13

Parent folder 폴더명

New server name

Python

datasource name

NotebookWorkbook Workbench

Workbench nameWorkbook name Notebook name
Updated 3 days ago Updated 3 days agoUpdated 3 days ago

2 5

All (12)

Workbook (4)

Notebook (4)

Workbench (2)

Name ascending

Name descending

Update ascending

Update descending

1
1 2 3 4

2

• 이 부분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
• 1) (서버타입) 서버 명
• 2) 개발언어(R or Python)
• 3) 데이터 : 데이터 소스 이름 / 대시보드 이름 / 차트 이름

폴더명 수정_

폴더명 수정

Search by data name
5

Move selectionsClone workbooks WorkbenchNotebookWorkbookFolder

ur.1

ur.4

ur.7

New connection name i

Invalid Connection. 

Please check server 

information

Zeppelin or Jupyter

ii

서버가 Disable이면 색상이 disable한 것처럼
변경되어야함. 클릭 시 상세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함. 체크/후버/삭제의 동작이 되어야 함

서버가 Disable이면 색상이 disable한 것처럼
변경되어야함. 클릭 시 상세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함. 체크/후버/삭제의 동작이 되어야 함



2.1 Shared workspace > Clone & Move

2.1.3 아이템 복제와 이동

아이템 및 폴더를 선택하여 (개인/공유) 워크스페이스의 다른 위치로 이동 가능

1. 워크북 이동

1. 해당 워크북에 연결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이동 가능

2. 단일 워크북만 이동 가능. 워크북 1개 선택 시, 타 워크북 / 노트북 / 워크벤치 아이템 다중 선택 불가.

2. 노트북 / 워크벤치 이동

1. 아이템가 속한 해당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이동 가능

2. 노트북 / 워크벤치 선택 시, 워크북 아이템 다중 선택 불가

3. 폴더 이동

1. 폴더가 속한 해당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이동 가능

2. 선택 폴더와 동일한 폴더로 이동 불가. (선택한 폴더는 이동 경로에서 비활성 처리)

워크북 à 폴더 / 노트북 / 워크벤치 à

......

Admin workspace

전체공개 workspace 1

전체공개 workspace 2

전체공개 workspace 4

전체공개 workspace 6

워크스페이스 선택 (폴더 선택) 최종 이동 위치 선택

이동 완료 / 토스트 메시 출력 ☞[015.0]

case 3.2

2017.11.29 개발 보류

2017.11.
29 개발

보류

14



3 Member 12 Group Created on 2017-7-1322 Datasource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1.멤버

1. 멤버 수 표시

2. 프로필사진 / 아이디 / 사용자이름 / 역할

3. 오너인 사용자에 오너 아이콘 표시

4. 워크스페이스 생성자는 'Role : Owner'인 최
초의 워크스페이스 멤버입니다. ☞ #1796

5.
정렬

•이름 ㄱㄴㄷ순

2.그룹

1. 그룹 수 표시

2. 그룹 이름 / 역할

3. 정렬

•이름 ㄱㄴㄷ순

3.전체 공개 설정 (작성자/관리자)

1. 체크 : 이후등록되는 신규 멤버를 포함한 모
든 멤버는 해당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 체크 시, 체크 확인 팝업 출력☞[018.1]

2. 체크해제(default) : 해당 워크스페이스를 공
개할 멤버 및 그룹을 개별 선택 가능. 체크
해제 시, 체크 해제 확인 팝업 출력☞[018.2]

3. Edit 클릭 > 개별 멤버 및 그룹 선택 팝업 출
력☞[033.1] [033.2]

2.3.1 워크스페이스에 소속된 멤버와 그룹

2.3 Shared workspace > Members & Groups 15

Close

Shared Member & Group

3 ☐ Allow anyone to access this workspace Edit

User name

Group name

ID Role

Member 1

Group 1

Role

1

2

Administrator

Watcher

John Smith polarisJ

metatron TF

ur.11

워크스페이스를 전체 공개했을 때, 
게스트 사용자는 워크북이외의 아이템을 못보는지?

Owner



2.4.1 워크스페이스 이름 및 설명 수정

2.4 Shared workspace > Edit workspace name & description 16

1. name(*)

1. P.H : 이름을 입력하세요

2. 입력즉시 이름 중복 체크하여 중복인 경우
관련 MSG 출력

•이름 중복 체크 범위 : Inactive, Active 워크
스페이스. 삭제된 워크스페이스는 포함되지
않음

2. Description

1. P.H : 설명을 입력하세요

3.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생성 취소

2. 완료 클릭 > Validation 체크

•Success > 편집 완료토스트 출력☞[003.0]

•Fail > 토스트 출력☞[001.0] / 에러 개별
항목에 도움말 표시

DoneCancel

Please enter a name

Please enter a description

name*

Description

3

1

2

Please enter name and description of the workspace

[031.0]

이미 사용중인 이름입니다



metatron Discovery

Search by user name or ID

☐ All (15 / 1,039)

-----------------------------------------------------

☐ User name (User ID)

☐ Administrator (admin)

☑ John Smith (polaris)

2.5.1 소속 멤버 수정

2.5 Shared workspace > Edit shared members & groups (1) 17

1. 멤버 탭

1. 선택된 멤버 수 표시. 선택값 변경에 따라 바뀜

2. 멤버 전체 목록

1. 검색 범위 : 사용자 이름 / 아이디 ☞[M-Core]WF-
A1-Common

2. 목록

• 정렬 : 이름 오름차순

• 목록 구성요소

• 전체 목록 (현재 목록 수 / 전체 목록 수)

•현재 목록 수 : 검색된 결과 목록 수. (메타트론
전체 멤버수가 아님)

• 전체 목록 선택 후, 목록을 더 불러오면 전체 목
록 선택이 해제됨

• 사용자 이름 (ID)

• 선택 박스

• 선택 해제 상태에서 클릭 > 검색 결과 목록 전부
선택

• 선택 상태에서 클릭 > 검색 결과 목록 전부 선택
해제

3. 선택 목록

1. 선택 수 표시. 선택값 변경에 따라 바뀜

2. 목록

• 정렬 : 편집(추가)순

• 사용자 이름 & 프로필 사진

•아이디

• 사용자 역할

•해당 워크스페이스 스키마의 사용자 역할 중에서
선택 가능.

• 관리 권한이 단 1명(또는 그룹)인 경우, 해당 사용
자(그룹)의 역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비활성 해야
함. 클릭 시, 팝업 출력☞[019.0]

• 제거

• 클릭 > 목록 제거

• Role:Owner 는 멤버 목록에서 변경할 수 없고, 워
크스페이스 콘텍스트(더보기) 메뉴의 오너 변경 팝
업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UI 유지. ☞
#1796

4. 사용자 역할 정보

1. 클릭 > 사용자 역할 정보 팝업 출력

5. 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생성 취소

2. 완료 클릭 > 편집 완료토스트 출력☞[003.0]

5

User name ID

DoneCancelSet shared member & group

[033.1]

John Smith polaris

1 Member 1 Group 1

More More

1 selections
2

3

3.0

Role

Manager   ▼

User roles

Explanation

• Default role : Role to be granted when adding new members and groups

• View of (item) : Enable to access to item and to read contents

• Create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 Edit any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which is created by other users

• Create folders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folders

• Set config. : Enable to edit information and to set configuration of workspace

User roles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Manager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

Watcher - ✓ - - ✓ - - ✓ - - - -

User roles

4

Owner

French toast yummy Manager   ▼

Manager

Editor

Watcher



metatron Discovery

2.5.2 소속 그룹 수정

2.5 Shared workspace > Edit shared members & groups (2) 18

1.그룹탭

1. 선택된 그룹 수 표시. 선택값 변경에 따라 바
뀜

2.그룹 전체 목록

1. 검색 범위 : 그룹 이름

2. 목록

•정렬 : 이름 오름차순

•목록 구성요소

•전체 목록 (현재 목록 수 / 전체 목록 수)

•현재 목록 수 : 검색된 결과 목록 수. (메
타트론 전체 그룹수가 아님)

•전체 목록 선택 후, 목록을 더 불러오면
전체 목록 선택이 해제됨

•그룹 이름 (비고)

•비고 내용이 있을 경우, 괄호를 포함한 비
고 내용 표시

•선택 박스

•선택 해제 상태에서 클릭 > 검색 결과 목
록 전부 선택

•선택 상태에서 클릭 > 검색 결과 목록 전
부 선택해제

3.선택 목록

1. 선택 수 표시. 선택값 변경에 따라 바뀜

2. 목록

•정렬 : 편집(추가)순

•그룹 이름

•사용자 역할

•해당 워크스페이스 스키마의 사용자 역할
중에서 선택 가능.

•관리 권한이 단 1명(또는 그룹)인 경우, 해
당 사용자(그룹)의 역할을 변경할 수 없도
록 비활성 해야 함. 클릭 시, 팝업 출력
☞[019.0]

•제거

•클릭 > 목록 제거

4.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생성 취소

2. 완료 클릭 > 편집 완료토스트 출력☞[003.0]

DoneCancelSet shared member & group

[033.2]

Search by group name

☐ All (15 / 1,039)

-----------------------------------------------------

☐ Group name (Note가 있을 경우만 괄호 표시)

☐ Administrator group

☑ Metatron 설치 TFT (사업 team > 해외 > 아시

아)

Group name

Metatron 설치 TFT (사업 team > 해외 > 아시아)

1 Member 1 Group 1

More More

1 selections
2

3

3.0

Role

Manager   ▼

Manager

Editor

Watcher

User roles



metatron Discovery

At least one notebook server must be connected to create a notebook

Search by sever name

2.6.1 노트북 서버 설정

2.6 Shared workspace > Set notebook server 19

1.서버 유형별 탭

1. 아이콘 + 유형이름

2.검색

1. 텍스트 검색

•검색 범위 : 서버 이름

3.노트북 서버 리스트

1. 구성요소

•라디오 버튼

•첫번째 목록이 초기 선택값임

•서버 유형별로 하나의 서버만 연결 가능

•서버 이름 / 설명

•호스트

•포트

2. 정렬

•이름 ㄱㄴㄷ순 (default) ß àㅎㅍㅌ

4.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생성 취소

2. 완료 클릭 > 편집 완료토스트 출력☞[003.0]

5.현재 연결된 서버 이름

DoneCancelSet notebook server

[034.0]

Sever Description Host Port

⦿ Server 01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2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3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4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1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2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3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4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1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2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3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4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1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2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 Server 03 Description of Server XX.XX.XX.XX 8080

4

1

2

3

Jupyter Zepplin

Jupyter

Server 01

Description of Server Description of Server 

Description of Server

Host

XX.XX.XX.XX

Port

8080

Zepplin

Server 01

Description of Server Description of Server 

Description of Server

Host

XX.XX.XX.XX

Port

8080

과거à현재 순으로 정렬됨
즉, 제일 오래된 항목이 먼저
보임

Connected server : Server name5

연결된 노트북 서버가 하나도
없는 경우 Alert 문구 표시.
Done 버튼 비활성

Connected server : None

각탭에 연결된 서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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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프리셋 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설정

2.7 Shared workspace > 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1)

1.사용자 역할

1. 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이름 표시

2. 스키마 변경

•클릭 > 스키마 변경 화면으로 전환
☞[035.2]

3. 사용자 역할 편집의 UI 동작은 워크스페이스
생성 팝업 참고 ☞[030.1] 프리셋의 사용자
역할 편집 부분

2.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생성 취소

2. 완료 클릭 > Validation 체크

•필수값 : 역할 이름, 스키마(사용자 역할 설
정)

•Success > 편집 완료토스트 출력☞[003.0]

•Fail > 토스트 출력☞[001.0] / 에러 개별
항목에 도움말 표시

DoneClose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2

1

[035.1]

Explanation

• Default role : Role to be granted when adding new members and groups

• View of (item) : Enable to access to item and to read contents

• Create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 Edit any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which is created by other users

• Create folders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folders

• Set config. : Enable to edit information and to set configuration of workspace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Manager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

Watcher ○ ✓ - - ✓ - - ✓ - - - -

User roles of 공유 워크스페이스 1 Change schema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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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사용자 정의 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설정

2.7 Shared workspace > 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2)

1.사용자 역할

1. 워크스페이스 퍼미션 스키마 이름 표시

2. 스키마 변경

•클릭 > 스키마 변경 화면으로 전환
☞[035.2]

3. 사용자 역할 편집의 UI 동작은 다음 페이지
참고 ☞[030.2] 사용자 정의 스키마의 사용자
역할 편집 부분

4. 삭제

•클릭 > 해당 역할이 적용된 멤버나 그룹이
있는지 체크

•있을 경우, 삭제 불가 확인 팝업 출력
☞[020.0]

•없을 경우, 삭제

DoneCancel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035.1]

Explanation

• Default role : Role to be granted when adding new members and groups

• View of (item) : Enable to access to item and to read contents

• Create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 Edit any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which is created by other users

• Create folders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folders

• Set config. : Enable to edit information and to set configuration of workspace

User roles of Custom workspace Change schema

+ Add

User role Default 
role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매니저 ⦿ ✓ ✓ ✓ ✓ ✓ ✓ ✓ ✓ ✓ ✓ ✓

Editor ○ ✓ ✓ ✓ ✓ ✓ ✓ ✓ ✓ ✓ ✓ ✓ X Remove

Watcher ○ ✓ ✓ ✓ ✓ ✓ ✓ ✓ ✓ ✓ ✓ ✓ X Remove

+ Add

사용자가 있을 경우, alert

1

1.1

1.2

1.3

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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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chema Save< Cancel

2.7.3 스키마 변경

2.7 Shared workspace > 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3)

1.현재 스키마

1. 이름

2. 현재 역할

•역할 목록

•역할 이름

•권한 정보 아이콘

•호버 > 권한 설정 정보 확인 가능

2.신규 스키마

1. ☞뒤페이지에서 케이스 별로 정의

3.버튼

1. 취소 클릭 >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스
키마 설정 단계(이전단계)로 전환

2. 완료 클릭 >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스키마
설정 단계(이전단계)로 전환. 저장완료 팝업
출력☞[003.0]

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공유 워크스페이스 1

Current schema

Custom schema ▼

New schema

Manager

Current role

Manager ▼

New role

Editor Editor ▼

Watcher Watcher ▼

[035.2]

공유 워크스페이스 1 ▼

공유 워크스페이스 1

공유 워크스페이스 2

---------

Custom role set

Custom role set (1)

+ New schema

Edit  Delete

Edit Delete

스키마 생성 팝업 스키마 수정 팝업

Manager

Editor

Watcher

Explanation

• Default role : Role to be granted when adding new members and groups

• View of (item) : Enable to access to item and to read contents

• Create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 Edit any of (item)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items which is created by other users

• Create folders : Enable to create, modify and delete folders

• Set config. : Enable to edit information and to set configuration of workspace

1

선택 스키마가 Custom schema 일때만 보임

Edit

3

2

Watcher

(Item) Workbook (Item) Notebook (Item) Workbench Workspace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View Create Edit any Create
folders

Set config.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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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워크스페이스 1

Current schema

공유 워크스페이스 2 ▼

New schema

Manager

Current role

Admin ▼

New role

Editor Admin ▼

Watcher Reader ▼

Admin

Reader

2.7.3 스키마 변경 케이스

2.7 Shared workspace > Set workspace permission schema (4)

공유 워크스페이스 1

Current schema

Select a schema ▼

New schema

Manager

Current role New role

Editor

Watcher

Custom schema

Current schema

공유 워크스페이스 3 ▼

Manager

Current role

관리자 ▼

New role

Editor 편집자 ▼

Watcher 관찰자 ▼

Custom schema

Current schema

Select a schema ▼

New schema

매니저

Current role New role

Editor

Watcher

Select a schema ▼

공유 워크스페이스 1

공유 워크스페이스 2

...

개인 워크스페이스 3

---------

Custom schema

Select a schema ▼

공유 워크스페이스 1

공유 워크스페이스 2

...

개인 워크스페이스 3

---------

Custom schema

공유 워크스페이스 1

Current schema

Custom schema ▼

New schema

Manager

Current role

Manger ▼

New role

Editor Manger ▼

Watcher Manger ▼

Edit

공유 워크스페이스 1

Current schema

Select a schema ▼

New schema

Manager

Current role New role

Editor

Watcher

Select a schema ▼

공유 워크스페이스 1

공유 워크스페이스 2

...

개인 워크스페이스 3

---------

Custom schema

프리셋 à 다른 프리셋으로 변경하는 경우

프리셋 à 커스텀으로 변경하는 경우

커스텀 à 프리셋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스키마 변경 화면으로 진입 시, 신규 스키마는 미선택 상태가 초기값임
2.신규 스키마 선택 이전에는 신규 역할 정보 없음. 비활성

1

2

1.현재 스키마 항목은 선택 불가.
비활성

1

1

1.신규 스키마 선택 시, 신규 역할이
현재 역할의 설정과 가장 유사한
순으로 자동 매핑됨. 매핑값은
변경가능

1

1. Workspace manager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커스텀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음
2.신규 스키마를 사용자 정의 스키마를 선택한 경우, 역할 추가 및 편집이 가능함. ‘편집’

클릭 > 사용자 정의 스키마 편집 팝업 출력☞[035.3]

23

Discovery permission : Workspace 
manager만 해당함

dp.5



오너로 지정할 멤버가 없습니다

2.8.1 오너 변경

2.8 Shared workspace > Change owner 24

1.현재 오너 이외, 멤버 전체 목록. 그룹으로 소속
된 멤버도 모두 보임.

1. 검색 범위 : 사용자 이름 / 아이디

2. 목록

•정렬 : 이름 오름차순

•목록 구성요소

•사용자 이름 (ID)

•싱글 선택 박스

•default 선택 값 없음

2.버튼

1. 취소 클릭 > 팝업 닫힘 / 완료

2. 완료 클릭 >

•편집 완료토스트 출력 & 새로운 오너에게
이메일 전송☞[021.0] / [M-Core]WF-A2-
Email

DoneCancel

오너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하세요

4

1

Change owner

[036.0]

Search by user name or ID

○ User name (User ID)

○ Administrator (admin)

○ John Smith 2 (polaris2)

○ John Smith 3 (polaris3)

2

John Smith 3 님을 새로운 오너로 지정하시겠습니까?

Search by user name or ID

○ User name (User ID)

○ Administrator (admin)

○ John Smith 2 (polaris2)

⦿ John Smith 3 (polaris3)

DoneCancel

3

사용자 선택 이전 사용자 선택 이후

오너로 지정할 멤버가 없습니다

멤버가 없는 경우

DoneCancel

Change owner



3 Personal Workspace

1. Personal workspace



3 Member 12 Group Created on 2017-7-1322 Datasource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Update AscendingAll (12)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 폴더 depth 1 > 폴더 depth 2 > 폴더 depth 3 Search by data name

Parent folder

☐ 폴더 1

☐ 폴더 2

☐ Work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atasource name  .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datasource name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new dashboard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new dashboard         new chart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Notebook

Workbook

1.개인 워크스페이스

1. dp.1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제공됨.

2. 삭제 및 타 사용자에게 공유 불가

3.1.1 개인 워크스페이스

3.1 Personal workspace 26

Metatron’s Personal Workspace

2 5

2 5

2 5

2 5

Move selectionsClone workbooks WorkbenchNotebookWorkbookFolder

Edit name and description

Set shared member & group

Set notebook server

Set permission schema

Delete this workspace



4 Sample Workspace

1. Sample workspace



3 Member 12 Group Created on 2017-7-1322 Datasource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Update AscendingAll (12)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 폴더 depth 1 > 폴더 depth 2 > 폴더 depth 3 Search by data name

기본 Shared Workspace와 같음

1.Owner

1. 관리자가 기본으로 자동 설정됨

2. 관리자만 Write/Edite/Delete 가능

2.Member

1. 관리자 이외의 모든 유저는 Read 권한으로
기본설정(read-only)

2. Workbench 열람 가능하나 쿼리 작성 불가

3.Guest계정

1. Guest계정은 유지

2. Guest계정으로 접근시 메뉴, Share space목
록 접근 불가

4.URL접근 불가

1. 로그인을 해야 접근 가능

3.1.2 샘플 워크스페이스 카드뷰

3.1 Sample workspace : Card view 28

Parent folder 폴더명

Workbook Workbench

Workbench nameWorkbook name
Updated 3 days agoUpdated 3 days ago

2 5

폴더명 수정

Search by data name

Hive

Guest계정으로 접근시 메뉴 숨김

Guest계정으로 접근시 메뉴 숨김Owner
1

2

3

3

Workbook Workbench

Workbench nameWorkbook name
Updated 3 days agoUpdated 3 days ago

2 5 Hive



3 Member 12 Group Created on 2017-7-1322 Datasource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Update AscendingAll (12)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 폴더 depth 1 > 폴더 depth 2 > 폴더 depth 3 Search by data name

Parent folder

☐ 폴더 1

☐ 폴더명 수정

☐ Work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atasource name  .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datasource name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new dashboard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new dashboard         new chart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 ... ... ... ... ...

카드뷰와 같은 정책

3.1.1 샘플 워크스페이스 리스트 뷰

3.1 Sample workspace : List view 29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Notebook

Workbook

2 5

2 5

2 5

2 5

Guest계정으로 접근시 메뉴 숨김

Guest계정으로 접근시 메뉴 숨김Owner
1

2

3

3



9 Basic Confirmation & Alert Popup

1. Basic Confirmation & Alert Popup



-

Basic Confirmation & Alert Popup 31
No. Case Detail BTN Sub-case Toast popup

[001.0] Validation error - - 에러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002.0] (공통)삭제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 삭제되었습니다

취소 - -

[003.0] (공통) 저장완료 - - 저장되었습니다

[004.0] (공통) 저장확인 (main)저장하지 않은 작업 내용이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sub)무시하고 닫기를 선택하면 작업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닫기

저장하고 닫기 저장되었습니다

[005.0] (공통) 입력글자수 초과 n자까지 입력할수 있습니다

[008.0] (공통) 권한 없음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확인

[009.0] (공통) 네트워크 에러 네트워크 에러로 동작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010.0] 워크스페이스 생성 완료 ‘워크스페이스이름’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011.0] 워크스페이스 삭제 확인 (sub)워크스페이스내의 컨텐츠가 모두 삭제되며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main)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워크스페이스 삭제 워크스페이스가 삭제되었습니다

[012.0] 워크북 삭제 확인 (sub)워크북내의 대시보드가 모두 삭제되며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main)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워크북 삭제 워크북이 삭제되었습니다

[013.0] 노트북 삭제 확인 (sub)노트북내의 모든 내용이 삭제되며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main)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노트북 삭제 노트북이 삭제되었습니다

[014.0] 워크벤치 삭제 확인 (sub)워크벤치내의 모든 내용이 삭제되며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main)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워크벤치 삭제 워크벤치 삭제되었습니다

[015.0] 아이템 이동 선택한 항목을 이동하였습니다

[016.1] (열람자)노트북 생성 불가 (main) 노트북 서버가 없습니다
(sub) 노트북을 생성하려면 최소한 1개 이상의 노트북 서버가 설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확인

[016.2] (관리자)노트북 생성 불가 (main) 노트북 서버를 설정하시겠습니까?
(sub) 노트북을 생성하려면 최소한 1개 이상의 노트북 서버가 설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취소

노트북 서버 설정
☞ [034.0]

[018.1] 워크스페이스를 전체 공개로 설정 확인 (main)‘워크스페이스 이름’ 워크스페이스를 로그인하지 않은 익명의 사용자
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sub)멤버 또는 그룹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아이템에 대해열람 권한을
갖습니다

취소

익명의 사용자에게 공개 워크스페이스를 익명의 사용자에게 공개합니다

[018.2] 워크스페이스를 전체 공개 해제로 설정 확인 (main)‘워크스페이스 이름’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 멤버와 그룹에만 공개하
시겠습니까?
(sub)Edit 버튼을 눌러서, 공개할 멤버와 그룹을 개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멤버와 그룹에만 공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 멤버와 그룹에만 공개합니다

[019.0] 유일한 관리자 역할인 사용자의 역할 변경 시도
시

(main)역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sub)최소 1명은 관리 권한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

[020.0] 사용자 역할 삭제 불가 (main)’사용자 역할 이름’ 역할이 멤버 또는 그룹이 적용되어 있어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sub)해당 멤버 또는 그룹의 사용자 역할 변경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확인

[021.0] 워크스페이스 오너가 ‘사용자이름’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22.0] 비활성 워크스페이스 비활성화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다시 활성시키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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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1 Notebook 1 Workbench 1

metatron Discovery

Update AscendingAll (12)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 폴더 depth 1 > 폴더 depth 2 > 폴더 depth 3 Search by data name

Discovery Data Preparation Datasource

Parent folder

☐ 폴더 1

☐ 폴더 2

☐ Work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atasource name  .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datasource name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new dashboard . Last updated 3 days ago

☐ Notebook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ook Description area new dashboard         new chart        . Last updated 3 days ago

☐ Workbench Description area Last updated 3 days ago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ench

Notebook

Workbook

Workbook

3.1.1 공유 워크스페이스

3.1 Shared workspace 32

Workspace Name Name Name

2 5

2 5

2 5

2 5

Move selectionsClone workbooks WorkbenchNotebookWorkbookFolder

Edit name and description

Set shared member & group

Set notebook server

Set permission schema

Delete this work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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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metatron Discovery

Discovery Data Preparation Datasource

33

Workspace Name Name Name

Search by name of dataflows

Name Dataset Updated Created

새로운 데이터 플로우 01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Flow 02 – 데이터플로우 설명 설명 설명길면말줄임 … 3                     1 2017-7-13 14:35 by John Smith 2017-7-13 14:35 by John Smith

Create dataflowThere are 10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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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on 2017-7-13

Shared WorkspaceBig Data Lab Shared Workspace Description area about Workspace Owner

metatron Discovery

Discovery Data Preparation Datasource

3.1.1 공유 워크스페이스

3.1 Shared workspace 34

Workspace Name Name Name

Search by data name

데이터 이름

File Size

Size

Summary

569.46 KB

2 Rows / 2 Types

13 Dimension / 1 Measure

Created 2017.05.22Data set _ EQPID ALL

데이터 _ 전략1팀용

데이터 소스 overview

제조공정 default

제조공정 A

제조공정 B

Data set _ EQPID ALL

데이터 _ 전략1팀용

데이터 소스 overview

제조공정 default

제조공정 A

제조공정 B

Data set _ EQPID ALL

데이터 _ 전략1팀용

데이터 소스 overview

Type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말줄임 설명 설명 설명 길어질 경우 말줄임 ...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수집형

No.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2017.05.22

UpdatedUsed in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3 Workbooks

Type All ▼

>오픈데이터

오픈데이터

오픈데이터

오픈데이터

Datasource

☐ Open data only

Create Workbook

☐

☐

v

☐

☐

☐

v

☐

☐

☐

☐

☐

☐

☐

☐

with 2 selected datasources (데이터 소스 overview, Data set_EQPID ALL) Data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