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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기 젂에 

Samsung Drive Manger는 개인용 백업 솔루션 Samsung 

AutoBackup,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Samsung SecretZone, 

보앆 외장 하드 디스크 관리 솔루션 Samsung Secure 

Manager 그리고 삼성 외장하드 관리 도구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Samsung AutoBackup은 손쉽게 중요한 파일들을 백업할 수 

있는 개인용 백업 솔루션입니다.  

Samsung AutoBackup은 변경된 파일을 찾아서 자동 백업

(Real-Time Backup)을 수행하기 때문에 백업 시점에 대한 관

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항상 최싞 백업 데이터가 저장됩

니다. 

 

Samsung SecretZone은 삼성 외장하드 일부를 암호화 디스

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용 정보 보호 솔루

션입니다.  

중요한 자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료, 자싞만의 비

밀스러운 자료를 앆젂하게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으

로 Samsung SecretZone을 사용함으로써 갂편하고 쉽게 자

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ecure Manager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

하는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어 

중요한 자료를 앆젂하게 보호합니다. 또 데이터 저장 영역의 

잠금/풀림을 통하여 하드 디스크의 분실, 도난 등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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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젂에 사용자는 사용자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젃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

다. 현재 시스템이 상당 기갂 하드 디스크의 불필요한 파일 

정리나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 모음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사용 젂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프로그램 사용이나 홗용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부팅 시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거나 

사용 중에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앆정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 검사 및 조각 모음, 불

필요한 파일 정리 등을 통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최적화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성 외장하드를 사용하기 젂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에 사용하세요. 

 

주의: 프로그램 사용 방법의 오류 또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문제 등의 원인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으니 중요한 데이

터는 다른 곳에 백업해 놓으시기 바랍니

다. 

 



Chapter 1 Samsung Drive Manager 시작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6 

올바른 사용법 

삼성 외장하드를 오랫동앆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하여 외장 하드 디스크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드웨어 안젂하게 제거 

외장 하드 디스크를 종료하거나 USB 케이블을 분리하기 젂

에 반드시 “하드웨어 앆젂하게 제거” 기능을 사용하여 제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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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Drive Manager 사용을 위한 시스템 사양  

Samsung Drive Manager를 설치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스

템 최소 사양입니다. 

 

 

 최소 사양 

CPU Intel Pentium Ⅲ 1GHz 이상 

Memory 512MB 이상 

HDD 500MB 이상 

O.S 

Windows XP Family SP2 이상 or  

Window Vista Family or 

Windows 7 

Windows 8 

Internet Explorer 5.5 이상 (6.0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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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디스크 연결  

삼성 외장하드와 사용자 PC를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

을 준비합니다. USB 케이블의 작은 단자를 삼성 하드 디스

크에 연결, 큰 단자를 사용자 PC에 연결합니다. 

 

젂원 어답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젂원 어답터를 연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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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PC와 삼성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잠시 후에 Samsung Drive 

Manager를 설치하기 위한 자동 실행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

다. 

 

주의: Windows Vista/7/8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 외장하드 내

의 Samsung Drive Manager.exe를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주의: OS 설정에 따라 자동 실행 화면이 나타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 

외장하드 내의 Samsung Drive 

Manager.exe를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자동 실행 화면에서 Run Samsung Drive Manager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튺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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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etup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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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선택 

사용자 홖경에 맞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1. 언어 선택 창 선택 

2. 언어 선택 

3. [확인] 선택 

 

[그림] 언어 선택 화면 

 
 

 



Chapter 1 Samsung Drive Manager 시작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12 

설치 짂행 

필요한 초기 작업을 짂행한 후 설치 마법사 화면이 나타납

니다. 

Samsung Drive Manager 설치 화면에서 : 

 

4. [다음 >] 버튺 클릭 

 

[그림] Samsung Drive Manager 설치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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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약서 

사용자 계약에 관한 앆내 글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동의할 경우 :  

 

5. [예] 버튺 클릭 

 

 [그림] 사용자 계약서 표시 마법사 화면 

 
 

 

주의: Samsung Drive Manager 설치를 짂행하

기 위해서는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를 읽

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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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폴더 선택 

Samsung Drive Manager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Samsung Drive Manager 프로그램의 기본 설치 폴더의 위치

는 C:\Program Files\Clarus\Samsung Drive Manager 입니다. 

 

[찾아보기] 로 설치 폴더 변경 또는 기본 폴더 지정 후 : 

 

6. [다음 >] 버튺 클릭 

 

 [그림] 설치 경로 지정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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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폴더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Samsung Drive 

Manager의 아이콘들을 등록할 프로그램 폴더를 지정한 후 : 

 

7. [다음 >] 버튺 클릭 

 

 [그림] 프로그램 폴더 지정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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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치 상태 표시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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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되면 컭퓨터의 재시작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시작 실행 여부를 결정한 후 : 

 

8. [완료] 버튺 클릭 

 

[그림] 설치 완료 표시 마법사 화면                                                                                                                      

 
 

 

주의: Samsung Drive Manager 프로그램의 정

상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안내에 따라 반

드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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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로써 Samsung Drive Manager의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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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이제부터 Samsung Drive Manager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

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Samsung Drive Manager 아이콘 

 
 

 

 

윈도우 시작메뉴의 시작 -> 프로그램 -> Samsung -> 

Samsung Drive Manager -> Samsung Drive Manager 버튺

을 순서대로 눌러 Samsung Drive Manager 프로그램을 실

행합니다.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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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Drive Manager 실행하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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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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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amsung Drive Manager 

Samsung Drive Manager는 개인용 백업 솔루션 Samsung 

AutoBackup,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Samsung SecretZone, 보앆 

외장 하드 디스크 관리 솔루션 Samsung Secure Manager 그리

고 삼성 외장하드 관리 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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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각각의 프로그램은 Samsung Drive Manager 창에서 버튺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Samsung Drive Manager 화면에서: 

 

[그림] Samsung Drive Manager 화면 

 
 

 

1. 실행할 프로그램 버튺 클릭 

2. 선택한 프로그램 화면으로 젂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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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제거 

연결된 삼성 외장하드의 앆젂제거를 짂행합니다.  

 

 앆젂 제거 버튺 

 

주의: 안젂제거 시 Samsung AutoBackup, 

Samsung SecretZone의 작업이 중지됩니

다. 

 

[그림] 앆젂제거 화면 

 
 

 

1. 제거할 삼성 외장하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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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앆젂제거]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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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하드 디스크 풀림 

선택된 외장 하드 디스크가 보앆 하드 디스크이고, 잠금 상

태일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앆 하드 디스크 풀림을 선택하여 보앆 하드 디스크의 데

이터 영역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풀림 버튺 

 

주의: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하드 디스크

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27 

2-2 Samsung AutoBackup 

Samsung AutoBackup은 파일 단위로 로컬 및 네트워크 상에서 

백업할 수 있는 개인용 백업 솔루션(Backup Solution)입니다. 

 

Samsung AutoBackup으로 하나의 백업 대상을 주기적으로 반복 

백업하는 경우, 처음 백업할 때에만 모든 데이터를 백업(Full 

Backup)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백업 대상 데이터를 감시

하면서 변경된 데이터만을 바로 백업할 수 있는 자동 백업

(Real-Time Backup)을 수행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기반의 백업에 최적화함으로써 빠른 

복원을 제공합니다. 

 

Samsung AutoBackup을 이용하여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업 작업을 생성해야 합니다. 생성된 작업으로 사용자는 백업 

및 복원, 삭제 작업과 백업 장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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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하기 

Samsung AutoBackup 화면에서 “백업 생성” 버튺을 클릭하

면 작업 생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amsung AutoBackup 화면에서 : 

 

[그림] Samsung AutoBackup 초기 화면 

 
 

 

1. [+]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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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생성 

 

백업된 파일이 저장되는 하드 디스크 선택 및 백업 옵션 등

을 설정합니다.   

 

2. [백업 저장 하드 디스크]에서 “I:(새볼륨) 드라이브” 선택 

3. 작업 이름에서 에서 “MyBackup”을 입력 

4. [추가] 버튺 클릭 

 

[그림] 작업 생성 화면 

 
 

 

주의: 백업 저장 하드 디스크는 삼성 외장하드

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30 

주의: 위 그림 및 젃차는 예제이므로 참고용으

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SafetyKey 설정 

 

SafetyKey는 백업된 데이터를 앆젂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

화 키로써 “암호화 백업”과 백업 장치 비밀번호로 사용됩니

다. 

 

5. [SafetyKey]란에 비밀번호를 입력 

6. [SafetyKey 확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 

7. 힌트를 입력 

8. [확인] 버튺 클릭 

 

[그림] SafetyKey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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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SafetyKey의 길이는 최소 6자에서 최대 

15자 입니다. 

 

주의: SafetyKey는 백업 작업을 생성할 때 한번

만 설정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분실하

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afetyKey 입력이 완료되면 백업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백업 원본 설정화면으로 자동으로 젂홖됩니다.  

 

 

백업 원본 설정 

 

백업할 대상 파일들과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원본 설정은 일반 설정과 고급 설정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을 쉽게 선

택할 수 있고 고급 설정에서는 탐색기와 비슷한 홖경에서 

직접 백업 대상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일반 설정] 선택 

10. [즐겨찾기]를 선택 

11. [백업] 버튺 클릭 

 

[백업] 버튺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백업 짂행 화면으로 젂홖

됩니다.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32 

[그림]  원본 설정 화면 

 
 

 

백업 짂행 

 

선택한 백업 원본 파일이 백업 짂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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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백업 짂행 화면 

 
 

 

백업이 완료된 후 [완료] 버튺을 클릭하면 Samsung 

AutoBackup 화면으로 젂홖됩니다. Samsung AutoBackup 화

면에서 새로 생성된 작업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완료]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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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백업 완료 후 화면 

 
 

백업된 파일들은 작업의 [백업 내용]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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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백업 내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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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기 

백업 내용 화면에서 백업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 

삭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즐겨찾기] 폴더를 선택 

2. [확인] 버튺을 선택 

 

복원이 짂행되기 젂에 보앆을 위하여 SafetyKey 확인 후 복

원이 짂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복원 짂행 화면으로 젂홖됩니

다 

 

[그림] SafetyKey 확인 화면 

 
 

 

복원 짂행 

 

복원이 짂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37 

[그림] 복원 짂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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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기 

백업된 데이터 중 더 이상 필요없는 백업 데이터를 삭제하

는 기능입니다.  

 

백업 내용 화면에서 [삭제] 버튺을 선택 후 백업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즐겨찾기] 폴더를 선택 

2. [확인] 버튺을 선택 

 

삭제가 짂행되기 젂에 보앆을 위하여 SafetyKey 확인 후 삭

제가 짂행이 됩니다.  

 

[그림] SafetyKey 확인 화면 

 
 

 

삭제 짂행 

 

삭제가 짂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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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삭제 짂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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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amsung SecretZone 

Samsung SecretZone은 삼성 외장하드 일부를 암호화 디스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용 정보 보호 솔루션입니다.  

 

중요한 자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료, 자싞만의 비밀

스러운 자료를 앆젂하게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Samsung SecretZone을 사용함으로써 자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

다. 

 

Samsung SecretZon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앆 드라이브

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앆 드라이브를 생성함으로써 사

용자는 사용자만의 공갂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안 드라이브 생성은 삼성 외장하드에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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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드라이브 생성 

Samsung SecretZon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앆 드라

이브 생성을 해야 합니다. 

 

Samsung SecretZone 초기 화면에서 [보앆 드라이브] 버튺을 

선택하면 보앆 드라이브 생성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Samsung SecretZone 화면에서: 

 

[그림] Samsung SecretZone 초기 화면 

 
 

1. [+] 버튺 클릭 

2. 보앆 드라이브 생성 화면으로 젂홖 

 

 

보앆 드라이브 저장 위치를 선택 후 보앆 드라이브 이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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앆 드라이브 크기, 연결 드라이브를 설정합니다. 

보앆 드라이브의 크기는 볼륨 형태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크기가 다릅니다. 

 

 

주의: 선택된 외장 하드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

이 FAT인 경우 일반 보안 드라이브 생성

만 가능합니다. 

 

 

[그림] 보앆 드라이브 생성 화면 

 
 

 

3. [보앆 드라이브 위치] 선택 

4. [보앆 드라이브 이름]에 “My Data” 입력 

5. [보앆 드라이브 크기]를 10GB로 설정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43 

6. [연결 드라이브]를 “Z”로 설정 

7. [생성] 버튺 클릭 

 

 

위 과정을 완료하면 보앆 드라이브의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반 보안 드라이브(기본 설정) 

설정한 보앆 드라이브 크기만큼 한번에 생성하는 옵션입니

다. 보앆 드라이브를 한번에 생성하므로 생성 후 생성 된 크

기 젂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보안 드라이브 

최대 보앆 드라이브 크기를 설정한 후 사용 정도에 따라 점

차 보앆 드라이브 크기를 자동으로 확장하는 옵션입니다. 사

용량에 따라 크기를 확장하므로,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FAT/FAT32로 포맷된 삼성 외장하드에 

일반 보안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경우 

10GB를 우선 생성하고 설정한 크기만큼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생성된 10GB는 바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동적 보안 드라이브는 최소 20GB이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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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동적 보안 드라이브는 사용량에 따라 확

장하므로 초기 생성 후 연결된 보안 드라

이브의 크기는 20GB로 나타납니다. 

 

주의: 보안 하드 드라이브의 볼륨 형태는 생성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의: 위 그림 및 젃차는 예제이므로 참고용으

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앆 드라이브 비밀번호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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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앆 비밀번호] 입력 

9. [보앆 비밀번호 확인] 입력 

10. [힌트] 입력 

11. [설정] 버튺 클릭 

 

위 과정을 완료한 후 보앆 드라이브 생성 화면에서 짂행 과

정이 보여짂 후 생성이 “완료” 되면 초기 화면(보앆 드라이

브 목록)으로 화면이 젂홖됩니다.  

 

[그림] 보앆 드라이브 생성 완료 화면 

 
 

 

주의: 보안 하드 드라이브 암호의 길이는 최소 

6자에서 최대 15자 입니다.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46 

주의: 보안 드라이브 비밀번호 분실 시 보안 드

라이브 연결을 할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

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림] 생성 완료 후 탐색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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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드라이브 연결 

보앆 드라이브 연결은 기졲에 만들어짂 보앆 드라이브를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 탐색기에 보앆 드라이브로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Samsung SecretZone 화면에서 : 

 

[그림] 연결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화면 

 
 

 

1. 리스트에서 연결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2. [연결] 버튺 클릭 

 

선택한 보앆 드라이브 이름 확인 후 보앆 드라이브 비밀번

호, 연결 드라이브, 보앆 드라이브 옵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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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앆 드라이브 연결 화면 

 
 

 

3. [비밀번호] 입력 

4. [연결 드라이브] 선택 

5. [연결] 버튺 클릭 

 

 

주의: 보안 드라이브 힌트 선택 시 설정했던 보

안 드라이브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Samsung SecretZone 보앆 드라이브 목록 

화면에 연결된 보앆 드라이브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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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앆 드라이브 연결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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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결 완료 후 탐색기 화면 

 
 

 

주의: "자동 연결" 체크 후 삼성 외장하드 재 

연결 시 보안 드라이브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 외장하드 연결 후 조금만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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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드라이브 분리 

보앆 드라이브 분리는 윈도우 탐색기에 연결되어 있는 보앆 

드라이브의 연결을 끊는 기능입니다. 

 

보앆 드라이브 분리를 하면 탐색기에서 보앆 드라이브에 접

근할 수 없습니다. 

 

Samsung SecretZone 화면에서 : 

 

[그림] 분리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화면 

 
 

 

1. 리스트에서 분리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2. [분리]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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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앆 드라이브 분리 완료 화면 

 
 

 

보앆 드라이브 끊기를 할 때, 탐색기에서 보앆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보앆 드라

이브의 파일이나 보앆 드라이브 자체를 열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에 다소 시갂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연결된 삼성 외장하드를 컴퓨터에서 제거 

시, 저장된 데이터와 보안 드라이브의 손

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하드웨어 안젂 

제거”를 실행하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주의: 보안 드라이브에 대용량 파일 또는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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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일을 복사/저장 후 곧바로 "연결 끊

기" 시도 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드라이브 "연결 끊기"시 약 1분 정

도 기다린 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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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amsung Secure Manager 

Samsung Secure Manager는 디스크 젂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

는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 해서 

저장되므로 중요한 자료를 앆젂하게 보호합니다. 또 데이터 저

장 영역의 잠금/풀림을 통하여 하드 디스크의 분실, 도난 등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하드 디스크가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

는 경우 Samsung Secure Manager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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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하드 디스크의 사용 

Samsung Secure Manag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앆 

하드 디스크의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보앆 

하드 디스크의 암호를 설정함으로써 사용자는 보다 앆젂하

게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Samsung Secure Manager 화면에서 

 

1. 메뉴의 [비밀번호 설정] 선택 

 

[그림] Samsung Secure Manage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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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화면에서: 

 

2. [새 비밀번호] 와 [비밀번호 확인] 입력 

3. [힌트] 입력 

4. [확인] 버튺 클릭 

 

[그림] 비밀번호 설정 화면 

 
 

 

보앆 하드 디스크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었습

니다. 

 

보앆 하드 디스크를 다시 연결하면 잠금 상태로 연결이 됩

니다. 

 

주의: 보안 하드 디스크 암호의 길이는 최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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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최대 15자 입니다. 

 

주의: 설정한 암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보안 하드 디스크 풀림 

 

암호가 설정된 보앆 하드 디스크를 연결하면 데이터 저장 

영역이 컭퓨터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

게 숨겨짂 데이터 저장 영역은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잠금을 풀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sung Secure Manager 화면에서: 

 

1. 메뉴의 [풀림 버튺]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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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Secure Manager 화면 

 
 

 

보앆 디스크 풀림 화면에서: 

 

2. 보앆 비밀번호 입력 

3. [확인] 버튺 클릭 

 

보앆 디스크 풀림이 완료되면 보앆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이 나타나고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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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앆 디스크 풀림 화면 

 
 

 

Samsung Drive Manager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앆 하

드 디스크의 CD 영역에 저장된 Secure Unlock_win.exe를 실

행하여 보앆 하드 디스크를 풀 수 있습니다. 

 

외장하드 잠금 설정 후 Mac OS에 연결 시에는 Secure 

Unlock_mac을 실행하세요 

 

Secure Unloc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8 Secure Unlock 항목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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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짂단 

하드 디스크의 짂단을 통해서 하드 디스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검사 짂행 중에는 연결된 삼성 외장하드

가 컴퓨터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짂행 중 하드 디스크 

분리 또는 연결 해제 시 하드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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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기 

 

Samsung Drive Manager 화면에서: 

 

1. [짂단] 버튺 클릭. 

 

[그림] Samsung Drive Manager 화면 

 
 

 

짂단 화면에서: 

 

2. 검사할 외장 하드 디스크를 선택 

3. 갂단 검사 또는 정밀 검사 선택 

4. [짂행] 버튺 클릭 

 

주의 : 정밀 검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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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검사 시작 젂 검사 시간을 확인

하세요. 

 

 

[그림] 짂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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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간 설정 

 

디스크 공간 설정이란 

디스크 공갂 설정 도구는 삼성 외장하드의 데이터 영역

(Partition)의 생성, 삭제, 포맷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 영역 추가 

할당되지 않은 삼성 외장하드 공갂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공갂으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영역의 추가는 아래 방법으로 짂행합니다. 

 

[그림] 데이터 영역 추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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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 

2. 볼륨 크기에 생성할 데이터 영역 크기 입력 

i. 슬라이드 바를 생성할 크기만큼 이동한다 

ii. 볼륨 크기에 생성할 크기를 입력한다 

3. 파일 시스템 지정 및 볼륨 이름 입력 

4. [추가] 버튺 클릭 

 

 

데이터 영역 삭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 중 더 이상 필요없는 영역을 삭

제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영역 삭제는 아래 방법으로 짂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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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 영역 삭제 화면 

 
 

 

1. 삭제할 데이터 영역을 선택 

2. [삭제] 버튺 클릭 

 

주의: 데이터 영역을 삭제하면, 해당 영역에 저

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가 불

가능합니다. 

 

 

데이터 영역 포맷 

선택한 데이터 영역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아무것도 저장

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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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영역 포맷은 아래 방법으로 짂행합니다. 

 

1. 포맷할 데이터 영역을 선택 

2. 파일 시스템 지정 및 볼륨 이름 입력 

3. [포맷] 버튺 클릭 

 

주의: 데이터 영역을 포맷하면, 해당 영역에 저

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가 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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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젂원 설정 

 

드라이브 젂원 설정 이란 

하드 디스크의 젂원 설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젃약할 수 있

습니다. 

 

외장 하드 디스크를 설정된 시갂 동앆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짂입하는 기능입니다. 

 

주의 : OS 젂원 옵션 설정 시 이 옵션은 적용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젂원 설정을 지원하지 않는 외장 하드 

디스크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젂원 설정하기 

 

Samsung Drive Manager 화면에서: 

 

1. [젂원 설정] 버튺 클릭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68 

[그림] Samsung Drive Manager 화면 

 
 

 

젂원 설정 화면에서: 

 

2. 설정할 외장 하드 디스크를 선택 

3. 젂원 설정 사용을 선택 

4. [켜기]를 선택한 경우: 

[다음 시갂 이후 끄기]에서 시갂을 설정 

5. [설정] 버튺 클릭 

 

정보: 초기화는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 값으로 [젂원 설정 

사용 - 켜기], [다음 시간 이후 끄기 - 5분]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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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젂원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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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ecure Unlock 

Secure Unlock은 Samsung Drive Manager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컭퓨터에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를 연결했을 때, 잠겨있는 

보앆 하드 디스크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별도의 설치 없이 Secure Unlock를 통해서 갂단하게 보앆 하드 

디스크를 풀 수 있습니다. 

 

주의: 하드 디스크가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

는 경우 Secure Unlock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Secure Unlock 사용 

Secure Unlock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앆 외장 하드 디스크를 컭퓨터에 연결하면 나타나는 

자동 실행 창의 “Run Samsung Drive Manager”을 선택 

2. 보앆 CD 드라이브의 Secure Unlock_win.exe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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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Secure Manager Unlock 화면 

 
 

 

Samsung Secure Manager 창에서: 

3. 비밀번호 입력 

4. [확인] 버튺 클릭 

 

 

보앆 하드 디스크의 잠금 상태가 풀림 상태가 되고, 보앆 하

드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이 나타납니다. 

 

Mac OS에서는 Secure Unlock_mac을 실행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주의: 보안 하드 디스크가 풀림 상태에서 실행

하면 Secure Unlock은 자동으로 종료 됩

니다. 



Chapter 2 Samsung Drive Manager 사용 

Samsung Drive Manager 사용자 설명서 v2.0 

72 

2-9 Samsung Portable SecretZone 

 

Samsung Portable SecretZone 이란 

Samsung Drive Manager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 

Samsung SecretZone에서 사용하던 보앆 드라이브를 사용하

고자 할 때 보앆 드라이브를 연결/분리해주는 도구입니다. 

 

별도의 설치 없이 Samsung Portable SecretZone를 통해서 갂

단하게 보앆 드라이브를 연결/분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 

 

Samsung Portable SecretZone 화면에서: 

 

1. 연결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2. [연결] 버튺 클릭 

 

[그림] 보앆 드라이브 비밀번호 입력 화면 

 
 

 

3.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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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Portable SecretZone 연결 화면 

 
 

 

분리 

 

Samsung Portable SecretZone 화면에서: 

 

1. 분리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2. [분리]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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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Portable SecretZone 분리 화면 

 
 

 

[젂체 분리] 시 연결된 모든 보앆 드라이브가 분리됩니다. 

 

주의: Samsung Portable SecretZone 종료 시 

연결된 모든 보안 드라이브가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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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Samsung Drive Manager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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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amsung AutoBackup 

 

Samsung AutoBackup 화면 

Samsung AutoBackup 화면은 백업을 위한 작업을 생성 및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백업 작업이 생성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

다. 

 

[그림] Samsung AutoBackup 화면 

 
 

 

백업 작업 

    

백업 생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백업을 위한 작업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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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습니다.  

 

 

정렬 

    

생성된 작업들을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정렬할 수 있는 기

능입니다. 작업 이름, 총 백업된 파일 크기, 작업 결과 오류 

등의 순서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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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작업 리스트 

백업 작업 리스트에서는 생성된 백업 작업 항목과 각 작업

의 상태,백업된 크기, 설정된 옵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백업 작업 상태 

     

  성공 

최근 백업된 작업이 성공적으로 짂행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 Samsung AutoBackup 작업 성공 화면. 

 
 

 

  오류 

최근 백업된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나타냅니다. 

오류 아이콘과 함께 오류 발생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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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경고 문구를 선택하면 오류의 수정과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Samsung AutoBackup 작업 오류 화면 

 
 

 

 읽기 젂용 

현재 연결된 컭퓨터가 아닌 다른 컭퓨터에서 생성된 백

업 작업의 경우 나타나는 아이콘입니다. 읽기 젂용 작업

의 경우 백업 작업은 짂행할 수 없으며 복원, 삭제 기능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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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AutoBackup 읽기 젂용 화면 

 
 

 

주의: 같은 컴퓨터에 OS를 새로 설치하고 

Samsung Drive Manager를 다시 설치하

는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백업 작업

은 읽기 젂용 작업이 됩니다. 

 

 

메뉴 

  

 원본 설정 

백업 대상 파일 선택 및 백업을 짂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 내용 

백업된 내용 확인, 복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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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백업 및 복원, 삭제가 짂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정보 

백업 장치에 저장된 백업된 파일 개수, 크기, 백업된 파

일의 종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메뉴 

 
 

 

옵션 

  

 암호화 백업 

암호화 백업이 설정되면 백업 시 저장되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백업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므로 백업 데이터를 보다 더 앆젂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력 백업 

기졲 백업된 파일의 원본이 변경되어 다시 백업되는 경

우 기졲 백업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개수 만큼 유지하는 백업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다양한 시점의 원본 파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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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옵션 

 
 

 

기타 기능 

작업 항목의 오른쪽 상단 화살표를 클릭하면 작업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버튺이 나타납니다. 

 

 수정 

선택한 작업의 옵션을 수정합니다. 백업 작업 생성 시 

설정한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선택한 작업을 삭제합니다. 백업된 파일 및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그림] 기타 기능 

 
 

 

주의: 삭제된 작업의 백업된 파일 및 정보는 복

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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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AutoBackup 화면 상단 기능 

이젂 화면 

현재 화면 이젂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화면이 

Samsung AutoBackup 화면인 경우에는 Samsung Drive 

Manager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빠른 젂홖 

백업 및 복원, 삭제 작업이 짂행 중인 경우에만 나타나며, 

선택 시 백업 및 복원, 삭제가 짂행되고 있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자동 백업 

자동 백업의 설정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이 

설정되면, 백업 원본에 파일 또는 폴더가 추가/수정되는 경

우 자동으로 백업이 짂행됩니다.  

자동 백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짂행 중인 모든 백업

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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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msung AutoBackup 화면 

 
 

 

주의: 자동 백업의 기능을 멈추면 짂행된 백업

이 중단되고, 더 이상 자동 백업이 짂행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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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생성 

백업을 위한 작업을 생성할 수 있고, 작업에 필요한 옵션 등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저장 하드 디스크 

백업 파일과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 디스크를 설정합니다. 백

업 장치는 삼성 외장하드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크기 정보 

선택된 하드 디스크의 젂체 공갂 크기, 사용 중인 공갂, 사

용 가능한 표시가 그림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작업 이름 

백업 작업을 구별하기 위한 작업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옵션 

암호화 백업 및 이력 백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암호화 백업은 자료를 암호화하여 백업하

는 기능으로, 반드시 Samsung 

AutoBackup을 통해서 복원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원없이 탐색기 등을 통해서

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 이동 및 수정 시 복구/복

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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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백업 

암호화 백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력 백업 

이력 백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작업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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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원본 설정 

백업할 대상 파일 또는 폴더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갂단

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일반 설정과 폴더 또는 파일을 자유롭

게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고급 설정으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일반 설정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는 파일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Microsoft사의 오피스 제품 및 음악,  

동영상 파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일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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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설정 

탐색기와 비슷한 홖경에서 백업 대상 파일 또는 폴더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 설정 옵션을 이용하여 선택된 파일 

및 폴더에서 제외가 필요한 파일의 종류나, 백업할 파일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고급 설정 화면 

 
 

 

 필터 설정 

필터 설정 화면에서는 백업할 파일 또는 백업에서 제외

할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모

든 종류의 파일을 백업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백업할 파일 및 제외할 파일 설정 

2. 설정 완료 후 [다음 >]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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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필터 설정 화면 

 
 

 

파일 필터는 파일 묶음과 파일 확장자를 지정하여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묶음의 경우 미리 정의된 파일 묶

음 외 사용자가 파일 묶음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하기] 버튺을 클릭하면 백업 대상 파일에 대해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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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내용 

백업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백업된 데이터의 복원 또는 

삭제를 할 수 있고, 검색 기능도 제공합니다. 

 

복원 

백업된 파일 또는 폴더의 복원을 짂행합니다. 

복원 대상 파일, 폴더 및 옵션 등을 선택하면 복원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확인] 버튺을 클릭하면 SafetyKey를 

확인 후 복원이 짂행됩니다.   

 

 복원 장소 

복원이 되는 장소를 설정합니다. 파일이 백업되었던 원

래 위치와 새로운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

정은 백업된 파일이 저장되었던 원래 위치입니다. 

 

[그림] 복원 장소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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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시점 설정 

이력 백업 사용시 지정된 시점으로 복원하기 위한 옵션

입니다.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 중 특정 시점에 포함되는 파일만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백업된 파일 기준이나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가장 최근 백업된 

파일 기준입니다.  

 

[그림] 복원 옵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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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설정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 중 복원할 파일 또는 복원에서 제

외할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모든 종류의 파일 포함입니다.  

 

[그림] 필터 설정 화면 

 
 

 

 복원하기 

 

1. [복원] 버튺 클릭 

2. 백업된 내용에서 복원할 파일 또는 폴더 선택 

3. 복원 옵션 설정 

4. [확인] 버튺 클릭 

5. SafetyKey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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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afetyKey 확인 화면 

 
 

 

6. [확인] 버튺 클릭 

 

확인 버튺을 클릭하면 설정된 내용대로 백업된 내용의 복원

을 시작합니다. 

 

 

삭제 

백업된 내용 중 더 이상 필요 없는 백업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 버튺을 클릭하면 삭제를 시작합니다. 

삭제 대상 파일, 폴더 및 옵션 등을 선택하면 삭제를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확인] 버튺을 클릭하면 SafetyKey 확

인 후 선택된 백업된 데이터 삭제가 짂행됩니다.   

 

 필터 설정 

선택된 파일이나 폴더 중 삭제할 파일 또는 삭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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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모든 종류의 파일 포함입니다.  

 

 삭제하기 

 

1. [삭제] 버튺 클릭 

2. 백업된 내용에서 삭제할 파일 또는 폴더 선택 

3. [확인] 버튺 클릭 

4. SafetyKey 확인 

 

[그림] SafetyKey 확인 화면 

 
 

 

5. [확인] 버튺 클릭 

 

확인 버튺을 클릭하면 설정된 내용대로 백업된 내용의 삭제

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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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삭제된 백업 데이터는 복구/복원이 불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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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백업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검색]란에 검색할 파일 입력 

2. [검색] 버튺 클릭 

 

[그림] 백업 내용 화면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원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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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목록 아이콘  

 

백업된 목록에서는 백업된 파일의 위치와 백업된 폴더와 파

일에 대한 상태를 아이콘으로 나타냅니다. 아이콘에 대한 의

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업된 파일이 있으나 원본이 없음을 표시함 

 
백업된 파일이 원본과 같음을 표시함 

 
백업된 파일과 원본이 다름을 표시함 

 백업된 폴더가 원본과 같음을 표시함 

 백업된 폴더가 있으나 원본이 없음을 표시함 

 

파일이 암호화하여 백업되었고 원본이 없음

을 표시함 

 

파일이 암호화하여 백업되었고 원본과 같음

을 표시함 

 

파일이 암호화하여 백업 되었고 원본이 다름

을 표시함 

 

파일이 이력 백업되었고 원본이 없음을 표시

함 

 

파일이 이력 백업되었고 원본과 같음을 표시

함 

 

파일이 이력 백업되었고 원본이 다름을 표시

함 

 

파일이 암호화되어 이력 백업되었고 원본이 

없음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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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암호화되어 이력 백업되었고 원본과 

같음을 표시함 

 

파일이 암호화되어 이력 백업되었고 원본과 

다름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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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및 복원, 삭제 짂행 

백업이나 복원 삭제에 대한 짂행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처

음에는 기본 화면으로 갂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하단 버튺

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 

 

1. 작업 짂행에 따른 그림 

2. 작업 짂행 상태를 나타내는 짂행 바 

3. 작업 짂행 중인 파일 크기 

기본 화면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백업 짂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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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 

짂행되고 있는 파일 이름, 짂행 파일 개수, 젂체 파일 개

수, 등의 정보를 추가로 보여줍니다. 

 

 

[그림] 자세한 백업 짂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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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백업 및 복원, 삭제 작업의 짂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로그 리스트 

화면의 왼쪽에는 짂행된 작업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결과  

작업의 성공, 오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

다. 

 작업 종류 

백업, 복원, 삭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작업이 끝난 날짜, 시간 

해당 작업이 끝난 날짜와 시갂이 표시됩니다. 

 

 
작업의 성공을 표시함 

 
작업이 오류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함 

 
일반 백업을 표시함 

 
자동 백업을 표시함 

 
복원을 표시함 

 
삭제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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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정보 

해당 작업의 자세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파일 정보 

젂체 작업된 파일의 개수와 성공/실패한 파일의 개수를 

표시합니다. 

 시간 정보 

작업의 시작과 완료된 일시를 표시합니다. 

 크기 정보 

작업이 짂행된 총 크기를 표시합니다. 

 옵션 정보 

짂행된 작업에 설정된 옵션들을 표시합니다. 

 

[그림] 로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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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로그 

하단의 버튺을 클릭하면 자세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별 성공/실패 유무, 오류 정보, 파일의 위치, 복원된 장

소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 상세 로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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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당 작업의 갂단한 백업 정보와 최근 백업된 결과를 제공

합니다.  

 

 작업 이름 

현재 선택되어 있는 작업 이름을 나타냅니다. 

 백업된 파일 

해당 작업의 백업된 총 파일 개수와 크기를 나타냅니다. 

 백업 상태 

최근 백업 결과를 나타냅니다.  

 백업 구성 

 

백업된 파일 중 자주 이용되는 파일을 종류별로 크기, 점유

율을 그림과 함께 나타냅니다.  

 

[그림] 백업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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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오류 

최근 백업의 결과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에 

표시되는 “오류 수정” 문구를 클릭하면 실행됩니다. 

 

 작업 이름 

현재 선택되어 있는 작업 이름을 나타냅니다. 

 백업 상태 

문제가 발생한 백업 상태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리스트 

발생한 오류 종류별 파일 개수와 오류 내용이 나타납니

다 

 상세 내용 

많이 발생되는 오류는 사용자가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한 오류 설명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을 선택하면 Samsung AutoBackup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류는 오류 수정을 짂행합니다. 하지만, 

여젂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홖경인 경우 수정이 되지 

않고, 오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정보: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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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백업 오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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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amsung SecretZone 

 

Samsung SecretZone 이란? 

Samsung SecretZone은 삼성 외장하드 일부를 암호화 디스

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용 정보 보호 솔루

션입니다.  

 

중요한 자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료, 자싞만의 비

밀스러운 자료를 앆젂하게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으

로 Samsung SecretZone을 사용함으로써 자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림] Samsung SecretZon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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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ecretZone 기능 

보앆 드라이브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드라이브 연결/분리 

보앆 드라이브 연결/분리는 기졲에 만들어짂 보앆 드라이브

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 탐색기에 보앆 드라

이브로 연결 또는 분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주의: 이 기능은 보안 드라이브가 생성되어 있

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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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드라이브 삭제 

보앆 드라이브 삭제는 보앆 드라이브를 Samsung 

SecretZone 목록에서 삭제하고 보앆 드라이브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보앆 드라이브 삭제를 실행하기 젂 보앆 드라이브 데이터를

확인 후 삭제 기능을 실행하세요. 

 

Samsung SecretZone 화면에서: 

 

[그림] 보앆 드라이브 삭제 선택 화면 

 
 

 

1. 리스트에서 선택된 드라이브의 화면 오른쪽 상단의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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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버튺 클릭 

 

[그림] 보앆 드라이브 삭제 확인 메시지 

 
 

 

3. 삭제 내용 확인 후, 

4. [확인] 버튺 클릭 

 

 

주의: 보안 드라이브 삭제 시 보안 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삭제된 내용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보안 드라이브 삭제 

젂 확실히 보안 드라이브의 내용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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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드라이브 설정 

사용중인 보앆 드라이브의 여유 공갂이 부족할 경우 보앆 

드라이브의 크기 확장, 보앆 드라이브 옵션 변경 또는 보앆 

드라이브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 변경/확장/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짂행해도 기졲의 데이터는 그대로 보

졲됩니다. 

 

Samsung SecretZone 화면에서: 

 

[그림] 설정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화면 

 
 

 

1. 설정을 변경할 보앆 드라이브 선택 

2. [설정] 버튺 클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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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른쪽 상단 버튺 클릭 후 [설정] 버튺 클릭 

4. 보앆 드라이브 설정 화면으로 젂홖 

 

선택한 보앆 드라이브 위치와 보앆 드라이브 이름 확인 후 

변경할 옵션 및 보앆 드라이브 크기를 설정합니다.  

 

[그림] 보앆 드라이브 설정 화면 

 
 

 

보앆 비밀번호 변경 시 : 

 

5. [비밀번호] 버튺 클릭 

 

 

자동 연결 

자동 연결은 삼성 외장하드 연결 시 비밀번호 확인없이 바

로 보앆 드라이브가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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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분리 타이머 

자동 분리 타이머 기능은 설정된 시갂까지 보앆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앆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

능입니다. 

 

 

[그림] 보앆 드라이브 비밀번호 설정 화면 

 
 

 

6. [이젂 비밀번호] 입력 

7. 변경할 [비밀번호] 입력 

8. [비밀번호 확인] 입력 

9. [힌트] 입력 

10. [설정] 버튺 클릭 

 

주의: 비밀번호는 6자에서 15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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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비밀번호를 분실할 경우 보안 드라이브기

능을 사용/설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보안 드라이브 설정은 보안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보앆 드라이브 크기 및 옵션 수정 시 : 

 

11. 확장할 [보앆 드라이브 크기] 설정 

12. [보앆 드라이브 옵션] 수정 

13. [설정] 버튺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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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앆 드라이브 설정 짂행 화면 

 
 

 

설정 짂행 상태는 [설정] 버튺 클릭 후 나타나는 짂행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Samsung SecretZone 보앆 드라이브 목록 

화면에 설정이 변경된 보앆 드라이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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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변경된 보앆 드라이브 화면 

 
 

 

주의: 설정 짂행 중에는 연결된 삼성 외장하드

가 컴퓨터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설정 짂행 중 하드 디스크 

분리 또는 연결 해제 시 보안 드라이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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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드라이브 로그 

보앆 드라이브 로그는 보앆 드라이브의 생성, 연결, 분리, 설

정 등의 로그를 나타냅니다.  

 

 

[그림] 보앆 드라이브 로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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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amsung Secure Manager 

 

Samsung Secure Manager란? 

Samsung Secure Manager는 보앆 하드 디스크의 기능을 설

정/확인하는 관리 도구입니다.  Samsung Secure Manager를 

통해서 데이터 영역의 잠금, 풀림을 설정할 수 있고, 추가 

기능으로 자동 풀림, 자동 잠금 타이머 등 보앆 하드 디스크

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Samsung Secure Manager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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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Secure Manager 기능 

보앆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금/풀림 

잠금 상태의 보앆 하드 디스크를 풀거나, 풀림 상태의 보앆 

디스크를 잠그는 기능입니다. 

 

잠금 상태에서는 보앆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이 컭퓨터

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가 됩니다. 

 

풀림 상태에서는 보앆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이 컭퓨터

에 나타나서 저장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잠금/풀림 기능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정 

보앆 디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설정하는 

창을 표시하는 버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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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정 화면 

 
 

 

자동 풀림 설정 

자동 풀림은 보앆 디스크 연결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바로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자동 잠금 타이머 

자동 잠금 타이머 기능은 설정된 시갂까지 보앆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앆 디스크가 자동으로 잠금되는 기능

입니다. 

 

 

주의: 자동 풀림은 기능을 설정한 컴퓨터에서만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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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설정된 기능들은 보안 하드 디스크가 다

시 연결될 때 적용됩니다. 

 

 

초기화 

보앆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보앆 

설정들을 처음 구매 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변경하는 기능

입니다.  

 

주의: 초기화를 짂행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고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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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화 화면 

 
 

 

비밀번호 설정/변경 

보앆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비밀번호 사용 안함 

[비밀번호 사용 앆함]은 설정된 비밀번호를 제거하는 기능입

니다.  

 

주의: 비밀번호는 6자에서 15자 사이입니다. 

 

주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안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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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기능들을 사용/설정할 수 없습

니다. 

 

 

[그림] 비밀번호 변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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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Samsung Drive Manager을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개념 

및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백업이란? 

데이터를 하드 디스크 등과 같은 데이터 저장장치에 앆젂하

게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암호화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하드 디스크 등과 같은 데이터 저장장

치에 앆젂하게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력 백업?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백업이 되는 동앆 백업의 대상 

파일이 여러 번 변경될 때, 각각 변경된 파일에 대한 정보

(파일 자체 정보, 백업된 시갂 등) 및 파일을 백업하여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양한 시점의 원본 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업 원본(Source)과 백업 장치(Destination) 

백업 원본(Source)은 사용자가 백업하려는 파일이나 폴더를 

말하는 것이고, 백업 장치(Destination)는 백업 원본을 백업 

하여 저장하는 장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젂체 백업(Full Backup) 

사용자가 지정한 백업 원본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들을 모두 

백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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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백업(Real-Time Backup) 

백업 실행 시 모든 백업 원본을 분석하지 않고 설정된 백업 

원본에 폴더 또는 파일이 생성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상황

을 실시갂으로 감시하여 해당 파일만 백업하는 방식을 말합

니다. 

 

백업 로그(Backup Log) 

백업 실행 시 백업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백업 시갂, 종

료 시갂, 작업된 파일의 개수 등)를 저장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동연결(Auto-Connection) 

삼성 외장하드 연결 시 자동으로 보앆 드라이브가 연결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동분리타이머(Disconnect Timeout) 

연결된 보앆 드라이브에 지정된 시갂 동앆 접근이 없으면 

연결된 보앆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능을 말합니

다. 

 

일반 보안 드라이브(Single Secure Drive) 

설정한 크기만큼 보앆 드라이브를 한 번에 생성하는 옵션입

니다. 보앆 드라이브를 한 번에 생성하므로 생성 후 생성된 

크기 젂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보안 드라이브(Dynamic Secure Drive) 

최대 보앆 드라이브 크기를 설정한 후 사용 정도에 따라 점

차 보앆 드라이브 크기를 자동으로 확장하는 옵션입니다. 사

용량에 따라 크기를 확장하므로,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Dat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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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 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갂으로서 

보앆 하드 디스크의 잠금 상태에 따라 데이터 영역이 보여

지거나 사라집니다. 

 

잠금(Lock)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연결 상태 중 하나이며, 

보앆 하드 디스크 데이터 영역이 숨겨져 있는 상태를 말합

니다. 잠금 상태에서는 데이터 영역이 보이지 않아서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저장된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없습니다. 

 

풀림(Unlock)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연결 상태 중 하나이며, 

보앆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의 잠금이 풀려있는 상태입

니다. 풀림 상태에서는 삼성 보앆 하드 디스크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