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이브를  
ISE하는 방법

Seagate Instant Secure 
Erase(ISE) 기능 탑재
Seagate Instant Secure Erase는 드라이브에 남아 있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된 방식으로 
삭제되도록 드라이브를 즉시 초기 설정으로 다시 리셋시키고 암호화 키를 변경함으로써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순간적이고 영구적으로 읽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SE 기능을 실행하려면 FIPS 인증을 획득하거나 그렇지 않은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나  
Seagate ISE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ISE 전용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초기 설정으로 
안전하게 리셋할 수 있습니다. SED를 사용하면 ISE 기능을 이용하여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즉시, 암호화된 방식으로 삭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 입력, 지문 인식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스토리지 보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E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드라이브를 초기 설정으로 안전하게 리셋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된 방식으로 삭제되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기술 백서

Seagate Secure™  
스토리지 솔루션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IT 부서 또는 사용자가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없이도 드라이브가 작동할 
수는 있으나, 이는 권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SED 드라이브는 ISE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FIPS 140-2  
인증을 획득한 SED

SED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드라이브의 암호화 모듈은  

NIST(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http://csrc.nist.gov/

Seagate Instant Secure 
Erase(ISE) 드라이브

IT 부서 또는 사용자가 드라이브에 대한 보안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삭제하거나 초기 설정으로 리셋할  

수만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ISE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FIPS 인증을 획득하거나 그렇지 않은 Seagate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또는 Seagate ISE 드라이브

•	 운영 체제가 Windows XP, Vista 또는 Windows 7인 컴퓨터 

•	 SeaTools™ for Windows 사본(1.2.0.6 버전 이상):  
http://www.seagate.com/support/downloads/seatool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1. 'Downloads(다운로드)' 탭을 클릭합니다. 

2. 'Utilities(유틸리티)' 아래, SeaTools for Windows 상자에서 
'Select an OS(OS 선택)'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OS를 선택합니다. 

3. 'Download(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노트북용 SATA-to-USB 케이블 또는 내부 SATA-to-SATA 
커넥터(데스크탑 환경에서 마더보드에 연결하기로 한 경우)

ISE 실행

1. 삭제하려는 드라이브를 시스템에서 분리한 후 SATA-to-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SeaTools를 
사용하는 경우 부팅 드라이브에서 ISE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2. 설치 관리자를 두 번 클릭하여 SeaTools for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지시를 따릅니다. 
컴퓨터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Microsoft .NET 4.0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eaTools 설치 관리자에 따라 설치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Applications(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SeaTools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로드하는 동안, 컴퓨터를 변경시킬 수 있음에 동의하고 
사용권 계약에 동의합니다.

 SeaTools 애플리케이션 및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aTools 사이트(http://www.seagate.com/support/
downloads/seatools/) 및 Downloads(다운로드) 탭 아래에 
있습니다.

3.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SED 또는 ISE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경고: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읽을 수 없게 
되므로 드라이브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기본 
드라이브나 부팅 드라이브는 SeaTools를 이용하여 삭제할 수 
없습니다.

4. Basic Tests(기본 테스트) 탭을 선택하고 Advanced Tests(고급  

테스트)로 스크롤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F8 키를 눌러 요청을 
확인하라는 경고 상자가 나타납니다. 경고: Advanced Tests(고급 
테스트)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eagate Technology LLC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드라이브를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F8 키를 누릅니다.

5. Advanced Tests(고급 테스트) 메뉴를 선택한 다음 SED 
드라이브와 ISE 드라이브에 대한 SED Crypto Erase(SED  
암호화 삭제)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SED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SED 또는 ISE 드라이브가 없다면  
Full Erase(완전 삭제)(SAT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aTools에서 드라이브 전체에 대한 제로 쓰기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 과정은 드라이브 크기에 따라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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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D Crypto Erase(SED 암호화 삭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라벨의 맨 위에 있는 32자리 PSID 번호를 입력합니다. 
숫자를 치거나 적절한 키보드 심이 있는 2D 스캐너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F8을 눌러 Crypto Erase(암호화 삭제)를 시작합니다. 대화 상자가 
사라집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FAIL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1분 이내에 드라이브 상태 표시가 SED Crypto 
Erase - Pass(SED 암호화 삭제 - 성공)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드라이브가 초기 설정으로 리셋되었으며 기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폐기, 
재사용하거나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또는 임대 만료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www.seagate.com

PSID 라벨 및 그에 해당하는 2D 
바코드는 디스크 드라이브 라벨 
맨 위에 있습니다.

참고: 바코드 판독기가 없다면 
스마트폰 바코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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