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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둘 사항  

 ■ 아이오드 제조사는 본 기기에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출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처 또는 해당 하드디스크 서비

스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된 개인자료에 대한 복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당사는 개인 암호 분실에 따른 자료손실에 대해서도 복구 할 수 없으며, 암호 
분실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매우 취약하니 고장에 주의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잔여 품질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보증이 불가능 하거나 유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자성이 강한 물체의 주변에서 둘 경우, 데이터 이상 또는 이상 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부착된 레이블을 훼손한 경우, 잔여 보증 기간과 무관하게 무상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USB 전원이 불안한 PC 전면의 USB 포트, USB 연장케이블, 무 전원 USB 허브 
등의 사용은 불안한 동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동작정지나 자료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 임의로 분해하지 마세요!!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제품 설명  

 본 기기는 AES256 암호화 기반의 2.5” USB3.0 외장형 하드 디스크 인클로저로서, 

USB-CDROM/USB-HDD의 가상화 기능이 포함된 기기입니다. 기록되는 모든 데이

터를 암호화 하기 때문에 디스크 내용의 분석 및 크래킹이 불가능한 데이터 보안 

기반 기기입니다. 

또한, 본 기기는 USB로 인식되는 가상씨디와 가상하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

존 아이오드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0월에 출시된 Windows 8은 USB 외장 하드에 설치가 가능한  

Windows to GO! 를 지원하여 이에 대한 대표적인 포터블 OS 기기로 주목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아이오드는 그 동안의 가상화 기능에 충실 하면서도 데이터 보안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더욱 충실 한 기기로 변모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기기는 더욱 혁신적이고 뛰어난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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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서 
      

구입자  연락처    

시리얼  이메일    

구입처  구입일    

주  소      

※ 본 기기의 품질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입니다. ( 하드디스크의 보증기간과 무관 함 )  

 조항과 의무  

 본사의 제품보증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에 의거합니다.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합격된 제품입니다. 보증기간 

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발생적으로 고장이 생겼을 경우 그 수리와 부

품의 교환을 무상으로 해드릴 것을 보증합니다. 

 

 무상 서비스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의 성능/기능의 회복 서비스 

 

단, 품질 보증기간 이내라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가이드에 명시된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변형/파손/파괴된 경우 

- 사용자의 임의 개조에 의한 변형 및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천재지변( 낙뢰/화재/수해 등 )에 의한 고장 발생 시 

 

 유상 서비스  

 품질 보증기간 후,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의 회복 서비스 

아이오드 개발사는 품질 보증기간 이후라도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보드 파손으로 인한 회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드 교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입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제품의 출고일을 기준하여 보증기간이 산정됩니다. 

영수증 / 매입전표는 본 품질보증서와 함께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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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증 기준 안내  

 ■ 제품의 보증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상품에 포함된 구성물( 케

이블,파우치 )과 내장된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본체에만 해당됩니다.  

■ 구입일은 소비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명세서 또는 영수증으로 가능합

니다. 

 

 제품 교환 및 환불 안내  

 ■ 제품의 교환과 환불 구입처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 환불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만 가능 (배송비 고객 부담) 

■ 교환은 제품 훼손 없는 불량품에 대해 14일 이내 가능 (배송비 환불됨) 

■ 구입 후, 14일 이내에 구매확정(지불완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불량이 발

견된 경우, 판매처에서 교환을 꺼려한다면 상위 업체인 총판( 트로이

CNC: 02-703-9731 )에서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4일이 초과 하여 뒤늦게 초기 불량이 발견된 경우, 본사에서 

제품교환(포장 제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 ( 전국 1599 - 7936 )  

 ■ 전화 상담 서비스는 평일 오전 9:30~12:00와 오후 1:00~5:30까지 이며, 

토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과 본사 휴무일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 상담전화가 몰릴 경우, 전화 회선 및 인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대응을 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상담 서비스 시, 전화 에티켓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A/S 접수 및 배송 안내  

 ■ (선)접수, (후)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www.iodd.co.kr )

에 방문하셔서“고객지원” >> “A/S 접수” 에서 등록 하신 후, 1599-7936 

으로 연락 주시면 배송 안내를 해 드립니다. 

■ A/S 접수 없이 임의 배송하실 경우, 제품 분실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 품질 보증기간 내의 배송 원칙은 발송자 선 지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

라서 발송 하실 때, 반드시 선 지불(고객님께서 지불) 택배 발송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사의 귀책인 경우 선불된 배송비는 제품과 동

봉하여 3,000원 이내에서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 도서, 산간, 벽지의 경

우 추가 배송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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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  

 ■ 아래 구성품 외에도 고객 편의를 위한 구성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부 명칭  

   

본체 

드라이버와 볼트 2개 

사용자 설명서 

 개 고정  12키 터치 드

LCD 디스 레이

USB 3.0 포트

iodd

동작 LED

파우치 

USB 3.0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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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본체 재질 알루미늄, 폴리 카보네이트, 종이, 양면 접착필름  

 본체 무게 91g ( 하드디스크 무게 제외 )  

 본체 크기 146 x 80.8 x 14 ( L x W x H / mm )  

 HDD 크기 100 x 70 x 10 ( L x W x H / mm ) 이하  

 HDD 통신 SATA I / II ( 1.5Gbps / 3Gbps )  

 USB 통신 Super-speed (5Gbps) / High-speed (480Mbps) / Full-peed (12Mbps)  

 동작 환경 USB 버스 파워 DC 5V (±5%)   

 시스템 요구 사항  

 ■ USB 1.x / 2.x /3.x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한 호스트 시스템 

( USB 1.x 은 다중 장치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USB-CDROM / USB-HDD 부팅이 가능한 BIOS로 기동 되는 시스템 

■ USB 포트 순간 최대 전류 900mA 일 때, 4.75V 이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
스템 

■ 두께가 10mm 이하이고 SATA 인터페이스를 갖은 2.5”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USB 대기 전원을 공급해 주는 호스트 시스템 

 

 부팅 요구 사항  

 ■ USB-CDROM 부팅 시, 반드시 부팅 가능한 ISO 파일을 사용함 

■ USB-CDROM 부팅 시, OS 설치본(ISO)에 해당 PC의 USB 호스트 드라이버가 
포함되어야 있어야 함 

■ USB-HDD 부팅 시, 반드시 부팅 가능한 VHD 파일을 사용함 

■ USB-FDD 부팅 시, 반드시 부팅 가능한 IMA 파일을 사용함 

■ PC BIOS에서 USB 다중 인식과 USB3.0/USB2.0/USB1.0 을 지원해야 함 

주의: PC에 따라 USB 부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PC 제조사에 문의하 

       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USB 부팅”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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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to Go 부팅  

 Windows to GO란? 

Windows 8 부터 지원되는 시스템 로밍 기술로서 USB 저장장치에 Windows를 설

치하여, USB 부팅이 가능한 어떤 PC에서도 부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공식적으로 Windows 8 Enterprise에서 공식 지원합니다. 제어판에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VHD 파일을 마운트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만들기 

준비물은 (1)윈8 설치 DVD와 설치가 될 타깃 (2)아이오드2541.이 필요합니다. 

1. _ISO 폴더 아래 적당한 폴더에 VHD 파일을 만든다. ( 25쪽 참조 ) 

2. 아이오드에서 VHD 파일을 마운트 한다. 

3. 제어판에서 Windows To Go를 실행한다. 

4. 2번에 마운트 한 드라이브를 

    선택한다. 

5. Windows 8 Enterprise 설치 

    DVD 또는 ISO 파일을 마운트 한 후, 해당 설치본은 선택 해 준다. 

6. BitLocker 암호 기능 활 

   성화는                한다. 

7. 만들기 클릭 후, 수분을 

   기다리면 완료 됩니다. 

 

부팅하기 

1. 미리 윈투고 VHD를 마운트 해 놓은 상태로.. 

2. USB 3.0 연결을 통해, PC에 시큐어 아이오드를 연결을 한다. 

3. [Enter]를 눌러 시큐어 아이오드의 암호를 넣고 [Enter]한다. 

4. PC 전원을 켜고, Boot Select에서 해당 VHD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5. 부팅 되기를 기다린다. 

 

왜? 시큐어 아이오드로 Windows To GO 하여야 하는가? 

■ PC방 컴퓨터에서도 안심하고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나만의 환경이니까.. 

■ 내가 없는 사이 누군가 내 하드 디스크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으니까.. 

■ 회사의 작업 환경 그대로 집에 가져와서 작업 할 수 있으니까.. 

■ 타사 제품과 다르게 VHD 복사만으로 백업/복원 하는 거니까.. 

■ 암호화 하드에 자료를 넣는다고 완벽한 보안이 아니니까.. 

■ 윈도우즈에 남은 나만의 로그나 캐시도 보안 대상이니까.. 

■ 분실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는 볼 수 없어야 하니까.. 

 

Win to Go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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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 백업  

 주의!! Ghost 백업은 반드시     씨디-모드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Ghost 작업은 최신 WinPE에서 작업을 권장합니다. Hiren’s은 USB 드라이버의 호

환성이 떨어져 작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Hiren’s 경우 미리 Ghost32.exe 파일을  

ISO 파일에 포함 시킨 후, Mini XP로 부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Ghost32.exe를 포함한 WinPE 또는 Hiren’s을 씨디-모드로 ISO부팅 합니다. 

■ Ghost32.exe 를 실행합니다. 

■ Local >> ( Disk 또는 Partition ) >> to Image 를 선택합니다. 

■ 원본 물리 디스크 선택 ( Select local source drive ) 

■ 원본 논리 파티션 선택 ( Select source partition ) 

■ 백업본 파일 생성 ( File name to copy image to ) 

■ 고스트 백업 파일의 압축율 선택 

    ( 비압축 생성, 빠른압축, 고압축 중 선택 가능함 ) 

 

 GHOST 복원  

 주의!! Ghost 복원은 반드시     씨디-모드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Ghost 작업은 최신 WinPE에서 작업을 권장합니다. Hiren’s은 USB 드라이버의 호

환성이 떨어져 작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Hiren’s 경우 미리 Ghost32.exe 파일을 

미리 ISO 파일에 포함 시킨 후, Mini XP로 부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Ghost32.exe를 포함한 WinPE 또는 Hiren’s을 씨디-모드로 ISO부팅 합니다. 

■ Ghost32.exe 를 실행합니다. 

■ Local >> ( Disk 또는 Partition ) >> From Image 를 선택합니다. 

■ 원본 GHO 이미지 파일 선택 ( Image file name to restore from ) 

■ 원본 물리 디스크 선택 ( Select local source drive ) 

■ 원본 논리 파티션 선택 ( Select source partition ) 

■ 고스트 백업 파일의 압축율 선택 

    ( 비압축 생성, 빠른압축, 고압축 중 선택 가능함 ) 

 

 

 

GHOST 백업 

GHOST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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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확인    

 ■ 3페이지에 설명된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 본체 전면 보호 필름이 잘 붙어 있나요? 

■ 제품 내측에 안내문과 바코드가 잘 붙어 있나요? 

■ 하드디스크를 결합 후, 커버 결합에 문제가 없나요? 

■ USB 케이블을 본체에 연결할 때 체결 감이 좋나요? 

■ USB 연결 후, 액정 불량이 있나요? 
 

□ 후광 없음     □ 후광 비균등      □ 글씨 안 보임  

□ 글씨 깨짐     □ 글씨 흔들림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조립 방법  

 준비물은   □ 미니 ○+  드라이버 1개     □ 접시 나사 볼트 2개 입니다.  

 ① 알루미늄 커버를 분리하세요  

② 사용 할 하드디스크를 잘 맞게 SATA 커넥터부터 결합하여 끼워 넣으세요 

③ 알루미늄 커버를 위쪽부터 맞춰  고, 미니 ○+  드라이버로 두 곳을 볼트로 조

 

   

조립 방법 

http://iodd.co.kr/mnu2541?k=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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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레이블 

 

   

 ■ 보증 레이블은 배면 알루미늄 커버를 열면 보실 수 있으며, 생산품의 생산정보

를 알 수 있는 LOT Number가 있습니다. 

■ 레이블이 훼손된 경우, 고의적 분해/파손으로 분류되어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품질보증 서비스 시, 일련번호 제시할 경우 하드 디스크를 분리하시고 확인하

셔야 합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미리 메모 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일련번호를 미리 MEMO 해 두세요 

 

 
내측 안내문 

 

   
AES256bit 암호화 ?

주의사항!!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미  정부 표준으로 
지정된 블록 암호 형식입니다. 미  표준 기술 연구소(NIST)가 
5년의 표준화 과정을 거  2001년 11월 26일에 연방 정보 처리 
표준(FIPS 197)으로 발표하여 2002년 5월 26일부터 표준으로 
 력을 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ES256은  존하는 암호화 중 
가장  은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 입니다.

 본 기기는 보안 취약성을 없 기 위해 암호변경 기능이 없습니다. 

만약, 암호변경을 원하신다면, 데이터를 모두 백업하신 후, 암호를 
재 설정 하셔야 합니다.

 암호화된 하드디스크는 사용자 암호  자 없이는 누구도 열어 볼 

수 없으 로 암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본 기기에서 암호화된 하드 디스크는 모든 secure iodd 암호화 

기기에서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기기를 습 하 다면.. .

Paste the BAR CODE SHEET here

여기에는 저에게  무나 소중한 추 과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습 하 다면  !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이   름

연락처

연락처 없는  습 물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실  1599-7936에 연락  주시면,

소유자를  아  드리겠습니다.

PE2013-000000-00
2541-CNPE2013.05
DO NOT REMOVE!!

■ AES256bit 암호화에 대한 기술

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암호 변경 기능이 없으며, 암호 

분실 주의 내용과 호환 기기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 타인에 의해 본 기기를 습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시면 편리합

니다. 

■ 식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훼

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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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PE 부팅  

 Windows Pre-installation Environment ? 

Local Disk Independent (고정 디스크 독립형) Windows 사전 설치 환경입니다. 이

것은 Windows의 설치 CD의 부팅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만들어 진 테크닉으로  

재 Windows 7 기반의 Win PE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Windows PE는 부팅 시, BootX라는 RAM DISK를 만들고 부트로더와 윈도우즈 시

스템 파일을 복사한 후, BootX 디스크로 부팅이 진행됩니다. 또한 미리 설치된 각

종 도구들은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되는 Portable 형식으로 변환 CD에 복사 되어 있

습니다. 

 
아이오드에서 PE 부팅을 하려면 _ISO 폴더에 WIN PE ISO 파일을 복사에 둔 후, 

해당 파일을 선택 마운트 하여 PC 부팅 시에 iodd USB CD-ROM을 선택하여 부팅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PE는 어떠한 경우 사용하나요? 

1. 컴퓨터의 진단을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2. 컴퓨터에 로컬 디스크의 백업 / 복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3. 특수 목적 업무를 위해 독립적 환경을 구성하여 사용합니다. 

 

 HIREN’s 부팅  

 Hiren’s Boot CD 는 CD로 부팅하는 컴퓨터 관리 도구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Mini windows XP, Ghost, Acronis, Partition Magic 등 컴퓨터 

관리에 필요한 100여 가지의 툴을 포함한 부팅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hiren.info 

내용보기 http://www.hiren.info/pages/bootcd  

다운로드 http://www.hirensbootcd.org/download 

 

1. Hirens.BootCD.15.2.zip을 다운받아 _ISO 폴더 아래 압축을 풀어 복사해 두세요. 

2. 아이오드를 씨디-모드 또는 듀얼-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3. 컴퓨터를 부팅하실 때, 반드시 iodd CD-Rom 으로 부팅되도록 선택해 주세요. 

4. HIREN’s 사용법은 웹써치를 통해 스스로 터 하셔야 합니다. 

 

다운 받는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WINDOWS PE 부팅 

HIREN’s 부팅 

http://www.hiren.info/
http://www.hiren.info/pages/bootcd
http://www.hirensbootcd.org/


 WWW.IODD.CO.KR  26 

 iodd2541 

 ISO를 이용한 Windows 설치  

  

 
 

 아이오드 vs DVD 속도비교  

 자체 측정에서 아이오드와 고전적인 DVD ROM의 평균 속도 

비교 결과 아이오드 DVD 읽기 평균속도는 112.66 배속, 

일반 DVD 롬은 4.37배속으로  무려 25.78배 빠르다. 

일반 DVD는 미디어의 상태에 따라 더 느려질 수 있다. 

 

WINDOWS 설치 

IS
O

를
 이

용
한

 
초고속 설치를 위한 조건 

초고속 CPU를 사용한 PC에 SATA III가 지원되는 SSD를 장착하

고 아이오드에 SSD를 내장하여 USB 3.0으로 PC와 연결한다. 

■ 원활한 설치를 위해, Windows가 설치될 대상 HDD를 포맷해 놓으세요 

■ 부팅용 ISO가 없다면 24페이지 “ISO파일 만들기 (부팅용)”을 참고 하세요 

■ 파일이 준비 되었다면 10페이지 “ISO 삽입 방법”을 참고 하세요 

■ 아이오드를 씨디-모드로 변경하세요 

■ PC를 재 부팅 하시고 iodd CDROM으로 부팅 되도록 BIOS 설정을 하세요 

■ 이젠 ISO 부팅을 통해 빠르게 윈도우가 설치됩니다 
 

아이오드의 가상CD 기능은 USB 외장 CD ROM과 동일하게 동작됩니다. 

드물지만 USB 외장 CD ROM으로 설치가 되지 않도록 구성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오드 가상CD 기능을 이용한 

OS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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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와 연결 방법  

 ■ 먼저, 제공된 케이블로 아래 그림처럼 PC와 정확히 연결해 주세요. 

■ PC 전면에 제공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 오

류로 인한 파티션 손상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SB 3.0에 연결 했더라도 부팅중인 PC에서는 USB1.1 또는 USB2.0으로  

저속 연결 될 수 있습니다. ( BIOS 상태에서 초고속 연결은 PC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 

■  재 연결 상태는 액정 우측 상단에                         로 표시됩니다. 

 

 기본동작 확인  

 ■ 터치가 잘 되는지 확인 해 주세요 

터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USB 전원 품질이나 사용자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터치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기기의 터치 감도는 스마트폰처

럼  지 않기 때문에 터치 펜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케이블 불량을 확인해 주세요 

전원이 들어오는 지, USB 3.0/2.0 모두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 해 주세

요. 이런 경우, 단순 케이블 불량일 수 있으니 고객지원실(1599-7936)에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3키를 길게(2초) 눌러 USB 재 연결을 확인 해 주세요 

■ 1키를 길게(2초) 눌러 USB 안전 제거를 확인 해 주세요 

안전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  하드 디스크 내 파일을 

사용 중이어서 안전 제거가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동작 확인 

PC와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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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설정  

   

 디스크 초기화  

   

암호 설정 

디스크 초기화 

■ AES256 암호화 기능을 활성

화 하려면 5번째 있으며 [6 >] 

키 또는 [Enter]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하면 디스크를 초기화 

하 로 모든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 합니다. 

■ 암호화가 된 디스크는 USB 연

결 때마다 암호를 입력해 주

셔야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해 자세한 방법과 동영상을 보시려면 

[            +R ]을 누르시고 

DiskMgmt.msc 를 입력한 후 [확인] 

하시면 디스크관리가 실행됩니다. 

[초기화 안 됨] 부분에서 마우스 오

른쪽 클릭 하시면 [디스크 초기화(I)] 

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MBR”을 선택하면 디스크 초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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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D파일 만들기  

   

 빠른 VHD파일 만들기  

   

[         +R ]을 누르시고 

DiskMgmt.msc 를 입력한 후 [확인] 

하시면 디스크관리가 실행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동작(A)에 [VHD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VHD파일 용량을 정해주고  아

보기(B)를 클릭합니다. 

■ 파일이 생성될 위치와 VHD파일

명을 정해줍니다. 

■ 가상 디스크 형식을 VHD 고정크

기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

니다. 

■ 용량에 따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이오드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다

운로드 받으세요. QR Code가 도움이 됩

니다. 

■ VHD 용량을 적당히 설정한 후, 

[Select and Create]를 클릭합니다. 

■ VHD 파일이 생성될 위치와 이름을 

정해 줍니다. 

■ 수 초만 기다리면, “OK to proceed” 

메시지를 보시고                하세요. 

■ 수 초 후 완료 됩니다. 

빠른 VHD 만들기 

VHD 파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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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파일 만들기 (부팅용)  

   

 ISO파일 만들기 (백업용)  

   

부팅용!! 원본 CD에서 ISO 만들기 

 

■ ImgBurn 다운로드 후, 설치 

■ 원본 CD 삽입 

■ 디스크에서 이미지 파일 만들기 선택 

■ 생성될 파일 이름과 위치를 정한다. 

■ 아래쪽 버튼 클릭하여 수행한다. 

백업용!! 폴더/파일에서 ISO 만들기 

 

■ ImgBurn 실행한다. 

■ 파일/폴더에서 이미지 파일 만들기 선택 

■ 포함시킬 파일과 폴더를 선택한다. 

■ 생성될 파일 이름과 위치를 정한다. 

■ 아래쪽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한다. 

     로 폴더추가.         로 파일 추가 

ISO 이미지(ISO image)는  제 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광학 

디스크의 압축 파일(디스크 이미지)이다. 이 형식은 수많은 소프트

웨어 업체들이 지원한다. ISO 이미지 파일은 일반적으로 .iso라

는 파일 확장자를 가진다. ISO라는 이름은 CD-ROM 매체에 쓰이

는 ISO 9660 파일 시스템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ISO 이미지

는 UDF 파일 시스템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ISO 9660에 대한 하

위 호환성 덕에 기인한다.  

아이오드는 CD/DVD/BD를 대신한다. 

ISO 파일은 CD를 굽기 위한 표준화된 파일이다. 

ISO 파일을 직접 마운트하면 CD를 구울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 비용, 환경개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 진다. 

백업용 ISO 만들기 

부팅용 ISO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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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포맷  

   

 폴더 만들기  

   

[         +R ]을 누르시고 

DiskMgmt.msc 를 입력한 후 [확인] 

하시면 디스크관리가 실행됩니다. 

할당되지 않음 부분에서 오른쪽 마

우스 클릭 하시면 [새 단순 볼륨(I)]

을 하시면 NTFS로 포맷하실 수 있

습니다. 포맷 후 재 

연결 하면 액정에  

위 그림처럼 안내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디스크 포맷 

폴더 만들기 

이 기능에 대해 자세한 방법과 동영상을 보시려면 QR Code를 스캔 해 주세요. 

포맷된 디스크를 여신 후, 최상

위 경로에 “_ISO” 폴더를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폴더의 이름은 규정된 이름이

 로 고객님 임의대로 정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_ISO” 라고 정

해주셔야 정상 

동작이 됩니다. 

“_ISO” 안에는 하위폴더 / ISO파일 / VHD파일을 보관하

며, 선택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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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삽입 방법  

   

 모드변경  

   

ISO 삽입 방법 

“_ISO” 폴더 아래 하위 폴더를 만드시고 ISO파일 

또는 VHD파일을 보관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

다. 리스트 보기는 위(2) 아래(8)로 할 수 있고 폴

더 가기는 원하는          에서 (6)으로 이동 합니 

            다. 원하는 ISO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 

동하여 해당 ISO파일 에서 (5)키를 누

르면 ISO 파일이 삽입되면서 ISO 로딩 

아이콘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모드 변경 

아이오드는 원활한 부팅을 위해 세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Menu] 키를 

누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메뉴가 모드선택 입니다. [2]키와 [8]키로 원하는 

모드로 이동하여 [Enter] 키로 

선택하면 USB가 재 연결 되

면서 원하는 모드로 변경됩니

다. 변경된 모드는 LCD 화면 

상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

니다. 

표시 아이콘 

듀얼-모드 

하드-모드 

씨디-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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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금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Q8 : 

 쓰기 금지 기능의 활성화 외에도 쓰기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 디스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실제 하

드 영역을 쓰기 금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쓰기 금지를 해제하려면 먼저, 가상 디스크를 해제 하셔야 합니다. 

 A8 : 

 액정에 [미지원 파티션] 이라고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되요~ 고장인가요?  Q9 : 

 아이오드에 장착된 HDD에 대한 초기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디스크 

관리에서 해당 디스크 영역에 대해 새 단순 볼륨 설정으로 NTFS 포멧을 

하신 후, 디스크 최상위에 _ISO 폴더를 만드셔야 합니다. ( p8. 참조 ) 

 A9 : 

 아이오드로 부팅 할 때, PC의 부팅 속도가 빨라서 암호 넣기 전에 부팅이 

되어서 불편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Q10 : 

 PC의 파워 버튼을 누르기 전 USB 대기 전력이 있다면 쉽게 해결 됩니다. 

아이오드를 USB에 연결된 상태라면 아이오드 키 중 [Enter]를 눌러 보세

요. 암호를 미리 넣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암호를 넣고 [Enter]를 누른 

후, 이젠 PC의 파원 버튼을 눌러 보세요. 

 A10 :  

 iodd2541만 나오고 화면이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Q11 : 

 케이블이나 PC쪽 USB 포트 또는 아이오드 쪽 USB 포트 불량일 수 있습니

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문제가 동일한지.. 케이블을 교체해도 문제가 동일

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드물긴 하지만 USB 3.0 드라이버가 설치가 

제대로 안된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11 :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Q12 : 

 우선 USB에 연결된 다른 저장 장치를 분리해 주세요. 제품 내부 

에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하시고 USB를 연결한 후, 3초 이후에 

버튼에서 손을 떼 주세요.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이젠 펌웨어 업

그레이드가 가능해 집니다. ( p12. 참조 ) 

 A12 : 

 케이블을 분실해서 다른 케이블을 샀는데 인식이 안 되요. 왜 그렇죠?  Q13 : 

 아이오드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은 특별한 관리를 통해 

제조된 것입니다. 전력선의 굵기 신호선의 꼬임 상태 

길이와 전파 방사, 연장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체 검증하였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케이블은 어떤 

과정의 검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지원실을 

통해 구입하기를 권장합니다. 

 A13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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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암호를 잊어 버렸는데.. 데이터 복원을 할 수 있을 까요?   Q1 : 

안타깝지만 암호 없이는 복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비밀 번호 관리

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A1 :  

인식이 안되어 백업하려고 PC에 연결하니 포맷 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Q2 : 

암호화된 하드 디스크를 PC에 직접 연결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아이오드에 

다른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때도 인식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경우도 인식이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셔서 잘 보관 하시고 제품

은 교환이나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하드디스크는 인식되는 경우 하드디스크의 고장으로 인해 인식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으니 하드 디스크 제조사 A/S 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

호화된 HDD는 물리적 불량인 경우, 복구가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A2 : 

 

1) 

 

2) 

아이오드 한 개로 디스크를 교환해서 사용 하고 싶은데.. 두 번째 HDD에 암호를 

설정하면 타사 제품처럼 종전 하드디스크의 자료는 못 보게 되는 건가요? 

  Q3 : 

제한 없이 교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암호화 관련 정보는 하드 디스크에 담

겨 있기 때문에 장착한 하드 디스크에 대한 개별 암호만 기 하시면 됩니다. 

  A3 : 

자료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암호화 해 버렸어요. 어떡하죠?   Q4 : 

 A4 : 만약 디스크 관리에서 하드디스크를 초기화 하였다면 복원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만) 하신 거라면 바로 암호화 해제 하신 후, 재 인식 

하시면 원래 상태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누가 암호를 본 것 같아서 암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Q5 : 

 사용자 암호는 암호화  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암호를 바

꾸면 암호화  턴도 바뀌게 되어 기존 자료는 손실됩니다. 따라서 암호를 

변경하려면 우선 자료를 모두 백업 하신 후, 암호를 재 설정 하고 다시 자료

를 복사해 넣으셔야 합니다. 

 A5 : 

 타사 암호화 외장 하드 케이스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아이오드에서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나요? 그 반대는 또 어떤지요? 

 Q6 : 

 두 경우다 자료 보존되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드가 제조

한 암호화 제품간의 교차 사용이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가능 합니다. 

 A6 : 

 화면에  ‘$RmMetadata’가 나오면서 아이오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Q7 : 

 안전 제거를 하지 않고 USB를 분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스크 검사를 하신 후, 안전 제거를 하시고 재 연결 하시기 바랍니다. 

 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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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금지 기능  

   

 USB 재 연결  

   

USB 재 연결 

쓰기 금지 기능 

■ 쓰기금지 기능은 [Menu]

키를 누른 후, 메뉴 두 번

째 [USB 제어판]으로 들

어가면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기능입니다. 

■ 해당 기능에서 [Enter]키를 누르면 USB 재 연결 되면서 기능이 활성

화 됩니다. LCD 액정 상단에 아이콘이       잠금으로 바뀐 것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이 되면 기능이 유지됩니다. 

■ 쓰기 금지 상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쓰기 금지를 해제 하실 수 있

습니다. 

■ 쓰기금지가 해제 되면 아이콘이          열립니다. 

■ USB 재 연결 기능은 [Menu]키를 

누른 후, 메뉴 두 번째 [USB 제어

판]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기능입니다. 

■ [Menu]에서도 USB 재 연결을 할 수 있지만, 핫키 [3]을 길게 누르면 

USB가 재 연결 됩니다. 

■ USB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재 연결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 기

능입니다. USB 케이블의 잦은 물리적 재 연결은 하드 디스크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암호화가 설정된 경우 USB 연결 후 5분

이 지났다면, USB 재연결 시 다시 암호를 

물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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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안전 제거  

   

 가상 디스크 탑재/해제  

   

VHD 탑재 해제 

안전 제거 방법 

주의!! NTFS로 포맷된 하드 디스크는 

안전제거 하지 않고 PC와 분리할 경

우, 자료 손실 또는 파티션 정보가 손

상될 수 있습니다. 

■ 윈도우즈 테스크 바에 안전제거 

아이콘을 클릭하면 iodd2541 장

치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논

리적 분리가 됩니다. 

■ [Menu]에서도 안전제거 할 수 있

지만, 핫키 [1 ]을 길게 누르면 안

전제거가 됩니다. 

필독!! 가상디스크 기능을 사용 시, 

안전을 위해 실제 하드 디스크 영역

은 쓰기방지 상태가 기본 입니다. 

■ [Menu] 두 번째 USB 제어판에서 

4번째 항목인 가상디스크 해제를 

실행하시면, 탑재된 가상 하드 디

스크가 모두 분리되고 기본 모드

인 듀얼-모드로 연결됩니다. 

■ 탑재된 가상 하드 디스크가 없는 

경우, 듀얼-모드로 재 연결 됩니

다. 

가상 디스크 탑재는 ISO 탑재처럼 

탑재를 원하는 VHD 파일에서 (5) 키

를 누르면 탑재가 이뤄 집니다.  

 

 

 

VHD 파일은 4개까지 동시 탑재가 가

능하며, 아이콘으로 VHD의 탑재 상태

를 보여 줍니다. 

 

 

해제할 경우 탑재된 모든 VHD가 동시

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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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Multi-LUN (Logical Unit Number) 한개의 물리적 연결로 다중의 논리적 연  

 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 USB 한 개의 연결은 논리적 최대 256개의 연결이 가능하다.  

 Mount, unMount (탑재, 해제) 주 장치가 원활한 수행을 위해 데이터와 논리적 결  

 합을 하는 것을 의미함. CD를 넣는 것, HDD를 연결하는 행위가 마운트가 포함된다.  

 MBR, Partition, BR OS가 저장 장치의  율인 운용을 위해 디스크 내 1개의 MBR과  

 파티션 마다 BR을 갖는다  .   MBR은 Master Boot Record를 말하고 BR은 Boot Record이다.  

 ISO, VHD, IMA 이 파일은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미디어와 동일한 구조와 배열  

 을 갖는 파일이다.   ISO 는 CD/DVD와 동일한 자료 구조를 갖고 VHD는 HDD와 같다.  

 S.M.A.R.T HDD가 가진 Self-Monitoring 기술로 HDD에서 발생하는 오류  

 나 불량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로 아이오드는 이를 통해 HDD 상태를 점검한다.  

 Windows to Go Windows 8 부터 지원되는 시스템 로밍 기술로서 USB 저장장치에  

  Windows를 설치 한 후, USB 부팅이 가능한 어떤 PC에서도 부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펌업 Firmware Update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마이크로 코드로 장치의   

 영혼과 같은 존재이다. 장치의 오류나 기능 개선을 위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  

 디스크 초기화 파티션을 포맷하여도 파티션은 남는다. 파티션들을 삭제하여도  

 MBR은 남는다. 디스크  관리에서 GPT로 변환, 다시 MBR로 변환해야 초기화 된 것이다.  

 디스크 검사 윈도우즈에서 각 디스크의 속성/도구에서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MBR 내의 PT에 손실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여 논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검사.  

 드라이브 문자 윈도우즈가 저장 장치의  율적 운용을 위해 논리 디스크 마다  

 A:~Z: 까지 할당 되며, 문자를 할당 받지 못한 디스크는 논리적 인식이 불량 상태이다.  

 디스크 볼륨 파티션이 확보한 영역을 볼륨이라고 하며, 데이터를 담는 공간.  

 즉, 파티션 용량을 의미. 디스크 내 다수의 파티션이 있을 시, 다른 볼륨을 가질 수 있다.  

 안전 제거 NTFS 파티션을 갖은 HDD는 OS의  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정보를 

자료가 손실되는 불상사 

제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캐쉬 하는데 급작스런 분리를 하게 되면 이 

가 발생한다. 반드시 USB 분리 전에 안전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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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메세지   

 하드 디스크 이상 하드 디스크의 S.M.A.R.T. 기능에서 알려 주는 레포트 입니다.  

 데이터를 백업 받으시고 HDD를 분리 하셔서 각 HDD 업체에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원 첫 파티션 아이오드는 기본적으로 NTFS 주 파티션을 지원합니다.   

 만약,   다른 파티션이나 논리 드라이브로 설정하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_ ISO 폴더 없음 아이오드는 약속된 지정 폴더 내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만 인식  

 하고 처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내장된 HDD의 루트에 _ISO 폴더를 만드세요.  

 지원 파일 없음 _ISO 폴더 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ISO, VHD, IMA 파일이 존재  

 하여야 합니다. 파일이 없는 경우에도 하드 디스크로서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파일 수 한도 초과 아이오드는 지정된 폴더 내, 파일과 폴더를 포함해 32개를  

 초과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위 폴더를 더 만드셔서 분산 관리 해 주세요.  

 디스크 검사 필요 파티션 테이블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 입니  

 다. 디스크 검사를 하고, 분리 하실 때, 반드시 안전 제거를 수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각 모으기 필요 아이오드에 VHD를 마운트 하려면, VHD가 절대! 조각나 있으면  

 다음 메시지가 보이면서 마운트 되지 않습니다. 조각 모으기 도구를 이용해 모아 주세요.  

 가상 하드 초과 아이오드는 VHD 가상 디스크를 동시에 4개 까지 마운트가 가  

 능 합니다. 4개 이상의 마운트 시도 시, 이 메시지를 보시게 됩니다.  

 이미 선택됨 가상 디스크를 마운트 할 때, 동일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보이  

 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정 크기만 지원 아이오드의 가상 디스크 마운트 기능은 고정식 VHD 파일만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엔 Dynamic VHD (동적 VHD)거나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스파스 지원 안함 VHD 파일 생성 도구 중에 고정 VHD를 빠른 속도로 만드는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안내에 따라 VHD를 만들어 주세요.  

 디스크 없음 !!! 

디스크 고장 !!!     

디스크 위험 ???  

오류 횟수 초과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에러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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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 iODD 정보  

   

 환경설정 / 언어  

   

필독!! 표시되는 S.M.A.R.T 정보는 하

드 디스크에 따라 정보가 부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런 오류들은 아

이오드와는 무관합니다. 

■ S.M.A.R.T. 정보는 [Menu] 세 번째

인 “정보”에 첫 번째 항목에 해당

하는 기능이며 [8], [2] 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장된 하드 디스크의 

건강상태/온도/모델/시리얼 을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 iODD정보는 [Menu] 세 번째인 

“정보”에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

는 기능이며 [8], [2]키로 조회가 가

능합니다. 본 기기의 펌웨어버전/

USB연결속도/USB최저전압/USB 

재전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오드2541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기본 메뉴를 한글화 하였습

니다.  영문 메뉴를 선호하시는 분

들이나 외 인을 위해 영문을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 [Menu] 네 번째인 “환경설정”에 

동작중 액정 밝기 설정은 동작

중의 LCD 후광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설정”에 잠자기 액정 밝기 

설정은 잠자기 모드 시, LCD 후

광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경설정”에  잠자기 시간 설정

은 사용중이 아닌 하드 디스크

의 모터를 정지시킬 시간을 설

정합니다.  

■ [Menu] 네 번째인 “환경설정”에  

네 번째 항목인 기본값 복원은 

위의 세가지 설정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환경 설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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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응급 복구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 응급 복구 

■ 안정된 진행을 위해, 다른 USB장치

를 PC에서 분리해 주세요. 

■ 씨디-모드 연결해 주세요. 

■ 홈페이지에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

로드 해 주세요. 

■ 다운로드 한 펌웨어 업로더를 실행

해 주세요. 

■ PC에 따라 기기의 펌웨어 업그

레이드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알루미늄 커버를 분리하십

시오. 

■ 워런티커버에 드러난 

조그만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 누른 상태로 USB를 연결하고 3

초 후,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 다운받은 최신 펌웨어를 실행한 

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세요. 

■ 인식 확인 후,  [Update] 버튼

을 클릭 해 주세요. 

■ 진행이 완료되면 성공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아이오드를 재연결 해 주세요 

■ 액정 후광이 

십수회 점멸 

후 재 연결

되면 완료 

ISO 이미지란? 

CD 또는 DVD 같은 디스크의 데이

터 구조와 동일한 이미지 파일이

다. 일반적으로 ISO 파일은 *.iso 라

는 확장자를 사용하며 CD를 반복 

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원본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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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방식 동작 설명  

    

 메뉴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핫키[5]로 

파일 선택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핫키[5]로 

파일 선택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핫키[5]로 

파일 선택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핫키[5]로 

 파일 선택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메뉴 표시가 없고, 암호입력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물리디스

크에 보안성 없이 기록되는 상태로 동작 함 

 

 메뉴 표시가 있고, 암호를 입력 해야만 사용 가능하며, 물리디

스크에 AES256로 암호화 되어 기록되는 상태로 동작함 

 

 ㅡ 표시가 바뀌고, 정상 동작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됨  

 ㅡ 표시가 바뀌고, 해당 사양의 연결 속도로 동작 함  

 ㅡ 표시가 바뀌고, 해당 사양의 연결 속도로 동작 함  

 ㅡ 표시가 바뀌고, 해당 사양의 연결 속도로 동작 함  

 ㅡ 표시가 바뀌고,  PC와 통신이 불능한 상태로 동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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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칸 표시 상태 설명  

 가상하드 ⑤     

  ⑥  결합 없음 물리디스크의 쓰기가 가능하고, 가상

디스크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를 표시 

 

    결합 1 물리디스크 쓰기가 불가능 하고, 가상

디스크가 한 개 구성된 상태를 표시 

 

    결합 2 물리디스크 쓰기가 불가능 하고, 가상

디스크가 두 개 구성된 상태를 표시 

 

    결합 3 물리디스크 쓰기가 불가능 하고, 가상

디스크가 세 개 구성된 상태를 표시 

 

    결합 4 물리디스크 쓰기가 불가능 하고, 가상

디스크가 네 개 구성된 상태를 표시 

 

 시큐리티 ⑦  보안 비활성 AES256 암호화 보안 기능이 비 활성화 

된 상태를 표시 

 

    보안 활성화 AES256 암호화 보안 기능이 활성화 된 

상태를 표시 

 

 연결상태 ⑧  전원 불량 USB 전원 상태가 불량하여 위험한 상

태임을 표시 ( 미 구  ) 

 

    저속 연결 USB 1.0인 풀-스피드로 연결된 상태를 

표시 

 

    고속 연결 USB 2.0인 하이-스피드로 연결된 상태

를 표시 

 

    초고속 연결 USB 3.0인 수퍼-스피드로 연결된 상태

를 표시 

 

    연결 불능 USB 호스트와 통신 할 수 없는 상태를 

표시 ( 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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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트리  

   

메뉴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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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칸 표시 상태 설명  

 쓰기제어 ①  쓰기 금지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가 금지된 상태

를 표시 

 

    쓰기 가능 읽기 쓰기 모두가 가능한 상태를 표시  

 가상씨디 ②  ISO 삽입 ISO파일이 ODD 장치에 삽입된 상태

를 표시 

 

    ISO 제거 ISO파일이 ODD 장치에서 제거된 상

태를 표시 

 

    듀얼 모드 USB-CDROM과 USB-HDD 모두 인식

되는 모드의 상태를 표시 

 

 연결모드 ③  씨디 모드 USB-CDROM 만 인식되는 모드의 상

태를 표시 

 

    하드 모드 USB-HDD 만 인식되는 모드의 상태를 

표시 

 

 절전기능 ④  자체 대기 대기상태 진입을 위해 시간 설정이 되

어 있는 상태를 표시 

 

    대기 진입  재 대기 상태임을 표시  

 액정 표시 
 

 아이오드2541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상태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편리하게 사용해 주세요. 

■ 쓰기제어: 디스크 잠금 상태 

■ 가상씨디: ISO 마운트 상태 

■ 연결모드: 아이오드 모드 설정 상태 

■ 절전기능: 모터 정지 시슬림 설정 

 

■ 가상하드: VHD 마운트 상태 

■ 시큐리티: 암호화 구동 여부 

■ 연결상태: USB 연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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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방식 동작 설명  

 메뉴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메뉴 재 연결 후, 해당 상태가 되며, 표시가 바뀜  

 핫키[5] 표시가 바뀌고, 선택된 ISO 파일이 ODD 장치에 삽입 

됨 

 

 핫키[5] 표시가 바뀌고, 선택된 ISO 파일이 ODD 장치에서  제

거 됨 

 

 메뉴 재 연결 된 후, 듀얼 모드가 되고 표시가 바뀜  

 메뉴 재 연결 된 후, 씨디 모드가 되고 표시가 바뀜  

 메뉴 재 연결 된 후, 하드 모드가 되고 표시가 바뀜  

 메뉴 하드디스크 비 사용시, 표시가 나타나고 미리 설정된 

시간 후 대기 상태로 진입 

 

  표시가 바뀌고 LCD 후광이 약해지며 하드디스크 모터

의 회전이 정지되는 상태가 됨 

 

액정 표시 
아이오드2541은 더 풍부하고 적절한 아이콘과 메시지를 

통해 더욱 직관적으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콘들의 의미를 미리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

하고 매뉴얼은 아이오드와 함께 파우치에 넣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