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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클로닉스(이하 "클로닉스")의 제품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 설명서, 문서 내용 등은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포함된 클로닉스의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사용 인증서는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사용 계약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클로닉스의 제품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 하드웨어, 설명서, 문서 내용 등은 어떤 목적으로도 변형

하거나 재 가공, 재 판매 및 재 분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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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개요 
 

DiskClon 은 하드 디스크 전용 복제 장비로 하드 디스크를 빠른 속도로 복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세계 최고 

성능의 제품입니다. 또한, 하드 디스크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는 Wipe 기능도 지원합니다. 

 

DiskClon 의 주요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하드 디스크 복제 용도 

 PC, UMPC, 서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솔루션 

 POS, ATM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솔루션 

 학교, PC 방, 관공서 등의 유지 보수 솔루션 

 국가 정보기관, 수사 기관 등의 수사를 위한 원본 디스크 복제 기능 

 

B. 하드 디스크 완전 삭제 용도 

 기업에서 사용되던 컴퓨터의 재사용 / 폐기 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군사 기관, 국가 정보기관의 컴퓨터 재사용 / 폐기 시 

 관공서의 컴퓨터 재사용 / 폐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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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 기능 
 디스크 복제 기능 

원본 디스크의 내용을 그대로 다른 디스크에 빠르고 완벽하게 복제해 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기반의 디스크 복제 기능 

원본 하드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디스크 전체를 백업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하드 

디스크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복제 전 이미지의 정상 여부를 확인 하여 원본 이미지가 안전한 경우, 복제를 진행합니다. 

 

 디스크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 
기존 하드웨어 방식의 장비와는 달리 디스크 전체를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장된 이미지는 클로닉스의 WinClon 제품군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디스크 완전 삭제 기능 

하드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빠르고 완벽하게 삭제해 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원본 데이터 보호 기능 

원본 디스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Master Disk 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티션 재조정 

디스크의 크기가 다른 경우 파티션 재조정을 통해서 디스크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제 검증 기능 

모든 디스크의 전체내용을 원본 디스크의 데이터와 완벽하게 비교 분석하여 검증합니다. 

 

 보고서 기능 

Wipe 기능을 이용한 디스크 삭제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백업 이미지 관리 기능 

백업 이미지의 가져오기/내보내기/이름 변경/삭제/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업 내역 조회 기능 

하드 디스크 시리얼 번호를 이용하여 하드 디스크 별 모든 작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기록 기능 

하드 디스크 모델, 속도, 소요 시간 등 작업 결과를 파일로 기록하며, 로그 파일을 시리얼 포트/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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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Windows 10 / 8.1 / 8 / 7 등 최신 OS 완벽 지원 

 

 FAT16 / FAT32 / NTFS / Ext2,3,4 / ReiserFS등 다양한 파일시스템을 지원 

 

 SATA I / SATA II / SATA III / IDE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최대 16개의 하드 디스크를 7~12GB / Min의 빠른 속도로 복제  

 

 최대 16개의 하드 디스크에 16개의 다른 백업 이미지로 복제 가능 

 

 최대 16개의 하드 디스크를 디스크 전체 백업 가능 

 

 초보자도 사용 할 수 있는 Windows 기반의 쉽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용 Jig 제공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디스크 복제 가능 

 
 다양한 디스크 복제 방식 제공 [Sector Copy & Smart Copy] 

 
 정밀한 검증 기능을 통한 완벽 복제 여부 검증  

 
 하드 디스크 시리얼 번호를 이용한 작업 내역 조회 가능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전송 및 로그 파일 전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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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구분 Portable DC3000-04IL  DC3000-08IL DC3000-16HL 

외양  

크기(W x D X H) 230 x 190 x 75 439 x 268 x 134 500 x 268 x 134 

무게 2.1kg 8.7kg 10.5kg 

포트 수 4 8 16 

 

하드웨어 

전원 
120 W / Full Range 

(100~240) 

550 W / Full Range 

(100~240) 

700 W / Full Range 

(100~240) 

내장 디스플레이 800 x 600 Color LCD / 터치스크린 

내장 스토리지 mSATA 256GB  2.5” HDD 1TB 2.5” HDD 1TB 

주변기기용 포트 USB 3.0 x 2, e-SATA x 1 

D-SUB x 1 

USB 3.0 x 2, USB 2.0 x 5, 

e-SATA x 1 

USB 3.0 x 4, USB 2.0 x 2, 

e-SATA x 1 

네트워크 2 x 1000BASE-T 1 x 1000BASE-T 2 x 1000BASE-T 

  

동작/지원 환경 

복제/삭제 속도 

(평균 ~ 최대) 

복제: 7 ~ 12GB/min (미디어 별 속도 차이 있음)  

삭제: 15 ~ 20GB/min (미디어 별 속도 차이 있음) 

사용인터페이스 Windows 기반의 Full GUI 

지원 인터페이스 

타입 

IDE, SATA, SAS 

지원 운영체제 
Windows(2000, XP, Vista, 7, 8, 8.1, 10, Server 2003/2008),  

Linux(Ext2/3/4, ReiserFS, XFS, Btrfs) / Sector Copy 

지원 미디어 
IDE, SATA, SAS 를 지원하는 모든 미디어(HDD, SSD, CompactFlash, SecureDigital, 

m-SATA, NGF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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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확인 사항 
 

DiskClon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동작전압은 110~240V 입니다. 모델에 따라 전압 스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부품이 제품과 함께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분해할 경우 A/S 가 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클로닉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A/S 가 되지 않습니다. 

 

 SAS 및 전원 케이블은 반드시 클로닉스에서 제공되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구성물 
 
본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skClon Portable 구성물  

 

 

   

    

DiskClon 제품(230 x 190 x 75) 12V 5A Adapter Power Cable SAS Cable(8EA) 

  

  

   

    

거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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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3000-08IL 구성물 

 

 
 

  

    

DiskClon 제품(439 x 268 x 134) Power Cable SAS Cable(12EA) RGB Cable 

 

 
 

  

    

Jig Jig 나사(8EA)   

 

 

 DC3000-16HL 구성물 

 

 
 

  

    

DiskClon 제품(500 x 268 x 134) Power Cable SAS Cable(20EA) RGB Cable 

 

 
 

  

    

Jig Jig 나사(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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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설치 
 
본 장비의 설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델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STEP 1. Jig 연결 

  
① Jig 를 장비 상단에 올린 후 장비와 Jig 의 나사 연결 부위를 맞춰 줍니다. 

②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연결해 줍니다. 

③ 나사는 한쪽 당 2 개씩 총 4 개의 위치에 연결이 필요합니다. 

 

STEP 2. SAS 케이블 연결 

  
① 장비와 Jig 에 각각 SAS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② 모든 포트에 연결 합니다. 

 

STEP 3. RGB 케이블 연결 

  
① 장비의 우측 후면에 RG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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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Power 케이블 연결 

  
① 장비의 좌측 후면에 Power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안전수칙 
 
본 장비는 국제 안전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품의 사용 전 하기의 안전 및 운영 주의사항을 읽으시고, 나중을 위해 본 매뉴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공급 

① 교류 100~240V. 50/60Hz. 

② 본 제품은 상기 표기된 전원 공급 환경에서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공급되는 전원 공급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실 경우, 전원 공급 업체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품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전에는 필히 전원을 단절하여 주십시오. 

 

 설치  

① 본 제품은 실내용입니다. 번개, 직사광선,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② 라디에이터, 전열기, 히터, 전자렌지 등 열원 근처에 제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③ 장비의 위에 다른 전자장비를 올려놓아서는 안됩니다. 

 

 멀티 탭 사용 

① 멀티 탭이나 연장선을 사용할 경우 화재 또는 쇼트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액체 류 

① 제품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습기에 약합니다. 본 제품은 습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물이 

떨어지거나 튀는 곳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꽃병 등 액체가 채워진 물품을 제품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땀, 또는 손을 씻은 뒤 등의 이유로 인해 몸이 젖어있을 경우 장비를 만지지 마십시오. 

 

 부착물 

① 제조사가 추천하지 않는 부착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 

① 장비의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팬과 전원공급장치의 통풍구는 항상 열려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직사광선에 노출하거나 히터 부근에 두지 마십시오.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로 인해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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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작 시 장비 내부의 권장 온도는 섭씨 40 도 또는 그 이하입니다. 만일 내부 온도가 권장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별도의 냉각 방식을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정전기 포함) 

① 충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이나 잦은 이동은 장비의 동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② 장비가 정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장비 자체는 이러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지만, 전기적 충격으로의 잦은 노출은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 

① 청소 전에는 전원 코드를 뽑아주십시오. 마른 천을 사용하여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번개, 또는 미사용 시 

① 천둥번개가 몰아치거나 장비를 장기간 미사용 할 경우 제품에 연결된 콘센트를 뽑아주십시오. 

 

 고장수리 

① 본 장비의 오동작시 이를 스스로 분해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전기충격 등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장수리는 고객서비스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DiskClon  | 디스크 이미징 방식의 디스크 복제 & 삭제기                                                         13 
 

1. DiskClon 시작 

   

 

반드시 전원을 켜고 DiskClon 메인 화면이 출력된 상태에서 하드 디스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하드 디스크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하드 디스크에 전기적인 충격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STEP 1. DiskClon 의 실행 

 
① DiskClon 의 우측 뒷면의 파워 버튼을 눌러 전원을 공급합니다. 

② 이후 우측 옆면의 파워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부팅이 시작됩니다. 

 

STEP 2. DiskClon Main 화면 

 
☞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k to Disk: 원본 디스크의 내용을 다른 디스크로 복제 
 Image to Disk: 원본 이미지 파일 내용을 디스크로 복제 
 Backup: 디스크를 이미지 파일로 백업(제품에 따라서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ipe: 디스크의 모든 내용을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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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ings: DiskClon 사용에 필요한 환경 설정 
 Shutdown: DiskClon 장비 종료/재 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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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크 복제 

2-1. 디스크 복제 준비 
DiskClon 을 사용하여 원본 디스크 또는 백업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최대 16 개의 디스크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제될 디스크가 원본 디스크보다 큰 경우 

디스크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며, 복제된 디스크의 마지막 파티션은 원본 디스크와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자동으로 확장 됩니다. 

 

Ex) 원본 디스크가 300GB 이고, 복제될 디스크가 500GB 일 때 

원본 디스크 (300GB) 

80GB 120GB 100GB 

복제 디스크 (500GB) 

80GB 120GB 300GB 

 

 

복제 화면 내의 [Partition Resize] 옵션을 OFF 로 바꾸면 복제 후 원본 디스크와의 차이만큼 

Empty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제될 디스크가 원본 디스크보다 작은 경우 

원본 디스크 마지막 파티션 크기의 50%보다 복제 디스크 마지막 파티션 크기가 크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파티션에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 원본 디스크가 500GB 이고, 복제될 디스크가 400GB 일 때 

원본 디스크(500GB) 

80GB 120GB 300GB 

복제 디스크 (400GB) 

80GB 120GB 200GB 

 

예를 들면, 위의 경우와 같이 위의 그림을 보면 원본 디스크 마지막 파티션 크기의 50%인 150GB 가 복제 

디스크의 마지막 파티션 크기인 200GB 보다 작으므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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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복제 메뉴 진입 방법 

① Disk to Disk: 원본 디스크를 이용하여 복제 합니다. 

- 16Port 의 경우 최대 15 개, 08Port 의 경우 최대 7 개까지 복제 가능합니다. 

② Image to Disk: 미리 백업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복제 합니다. 

- 16Port 의 경우 최대 16 개, 08Port 의 경우 최대 8 개까지 복제 가능합니다.  

- Master Disk 가 장착되는 부분의 Disk 도 복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스크 복제화면으로 진입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디스크 복제 진행 방법 

① DiskClon 전면의 [RUN] 버튼을 누릅니다.  

② DiskClon 의 GUI 에서 [Cl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제 진행 여부의 확인  

복제가 진행되는 동안 LCD 화면 뿐만 아니라 DiskClon 상단에 있는 전원/상태 LED 의 점등 여부를 

통해서도 복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LED 
하드 디스크에 전원이 
공급되면 붉은 색으로 표시 

상태 LED 
주황색: 하드 디스크 인식이 잘 된 경우 
주황색: 동작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 
녹색: 동작이 정상적으로 완료 된 경우 
붉은색: 동작 중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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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스크 복제 
“디스크 복제”란 Master Disk 의 모든 내용을 Target 이 되는 디스크로 복제 하는 기능입니다. 

 

Sector Copy, Smart Copy 방식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Sector Copy: Master Disk 의 빈 공간을 포함한 디스크 전체를 Target Disk 로 복제합니다. 

 Smart Copy: Master Disk 의 사용중인 데이터만 Target Disk 로 복제합니다. 

 

Select Options 의 Sector by Sector 를 ON 으로 설정 시 Sector Copy, OFF 로 설정 시 Smart Copy 로 

동작합니다. 

 
 

디스크 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STEP 1. 준비과정  

① DiskClon Jig 에 하드 디스크를 장착합니다. 

② 전용 Jig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STEP 2. 복제 옵션 선택 

 

 복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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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방식 선택 

(Sector by Sector) 

ON 
Sector Copy: Master Disk 의 빈 공간을 포함한 디스크 전체를 

Target Disk 로 복제 

OFF 
Smart Copy: Master Disk 의 사용중인 데이터만 Target Disk 로 

복제 

파티션 크기 조정 

여부 선택 

(Partition Resize) 

ON 

Last Only: Target Disk 의 마지막 파티션 크기만 변경합니다. 

Target Disk 의 크기가 Master Disk 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마지막 파티션의 크기가 증가됩니다. 

OFF 

No Resize: Target Disk 의 파티션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Target Disk 의 크기가 Master Disk 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은 사용자가 파티션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 여부 선택 

(Use Full Verify) 

ON 복제 후 검증 진행 

OFF 복제 후 검증 안 함 

 

   

 

Sector Copy 시 Master HDD 와 Target HDD 의 용량이 동일하거나 Target HDD 의 용량이 더 

커야 합니다. 

Target HDD 의 용량이 더 작은 경우에는 복제가 되더라도 부팅이 되지 않거나 모든 데이터가 

복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3. 새로 고침 버튼 클릭 

  
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복제할 디스크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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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복제 시작 

  
① DiskClon 전면의 [RUN] 버튼을 누르거나 GUI 에서 [Cl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제를 시작하기 전 미리 하드 디스크를 케이블에 연결해야 합니다. 

복제 시작 후 연결하면 하드 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5. 장착된 디스크 검색 

  
① 장착된 하드 디스크 전원이 켜진 후에 장착되어 있는 복제 가능한 디스크를 검색 합니다. 

② 검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복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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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복제 진행 

 
 Master Disk: 원본 디스크의 상태 표시 

 Connected Disk Information: 연결 또는 복제 중인 디스크의 정보를 표시 

① 디스크의 크기 / 모델명 출력 

② 복제 진행 및 완료 디스크 파란색으로 표시 / 문제가 발생 시 문제 디스크만 붉은색으로 표시 

 복제 진행 상태 표시 

103 MB/S: 초당 103MB 를 복제함을 표시 

2787 / 7252MB: 총 7252MB 중 2787MB 가 복제되었음을 표시 

00:00:27 / 00:01:10: 총 1 분 10 초의 복제 예상 시간 중 27 초가 소요되었음을 표시 

Progress Bar: 복제 중 녹색으로 표시, 검증 중 파란색으로 표시 

 

STEP 7. 복제 완료 

 

  

복제 옵션 

원본 디스크의 구조 

복제 진행 상태 

복제 중인 디스크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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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백업 이미지 복제 
“백업 이미지 복제”란 DiskClon 이나 WinClon 의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백업 받아 놓은 

Master 이미지로 디스크를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Single Image Copy, Multi Image Copy 방식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Single Image Copy: 하나의 Master 이미지파일로 모든 Target Disk 를 복제합니다. 

 Multi Image Copy: 각각 다른 Master 이미지파일로 Target Disk 를 개별 복제합니다. 

                   Multi Image Copy 은 1 Port 씩 순차적으로 복제 진행 됩니다. 

 

아래 화면처럼 모든 Port 선택 상태에서 [Search] 버튼으로 이미지 선택하여 복제 시 Single Image Copy, 

각각의 Port 에 따른 백업 이미지를 개별 선택하여 복제 시 Multi Image Copy 로 동작합니다. 

 
 

백업 이미지 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STEP 1. 메인 화면에서 [Image to Disk] 메뉴 선택 

 

 

STEP 2. 준비과정  

① DiskClon Jig 에 하드 디스크를 장착합니다. 
② 전용 Jig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케이블을 연결시킵니다.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DiskClon 내에 저장되어 있는 백업 이미지로 복제를 시도하므로 

Master Disk 도 복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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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복제 옵션 선택  

 

 복제 옵션 

파티션 크기 조정 

여부 선택 

(Partition Resize) 

ON 

Last Only: Target Disk 의 마지막 파티션 크기만 변경합니다. 

Target Disk 의 크기가 Master Image 의 디스크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마지막 파티션의 크기가 증가됩니다. 

OFF 

No Resize: Target Disk 의 파티션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Target Disk 의 크기가 Master Image 의 디스크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은 사용자가 

파티션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 여부 선택 

(Use Full Verify) 

ON 복제 후 검증 진행 

OFF 복제 후 검증 안 함 

 

STEP 4. 새로 고침 버튼 클릭  

  
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복제할 디스크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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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복제 방식 선택  

  
① (Single Image 로 복제하려는 경우)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Multi Image 로 복제하려는 경우) [Unselect All] 버튼을 클릭 후 복제할 백업 이미지를 지정할 포트를 

선택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6. Master Image 선택  

  
① 복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②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드시 DiskClon 이나 WinClon 으로 백업 받은 디스크 백업 이미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inClon 은 클로닉스의 시스템 백업/복원 소프트웨어 입니다. 

 

STEP 7. (Single Image 로 복제하려는 경우) STEP 8 로 이동 

(Multi Image 로 복제하려는 경우) STEP 5,6 과정을 포트 수만큼 진행 후 STEP 8 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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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복제 시작  

  
① DiskClon 전면의 [RUN] 버튼을 누르거나 GUI 에서 [Clone]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제를 시작하기 전 미리 하드 디스크를 케이블에 연결해야 합니다. 

복제 시작 후 연결하면 하드 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9. 장착된 디스크 검색  

  
① 장착된 하드 디스크 전원이 켜진 후에 장착되어 있는 복제 가능한 디스크를 검색 합니다. 
② 검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복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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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복제 진행  

 
Single Image Copy 진행 상태 표시 

 복제중인 디스크의 정보 표시 

① 디스크의 시리얼 정보 / 크기 / 복제 중인 Master 이미지 명 출력 

② 복제 진행 및 완료 디스크 파란색으로 표시 / 문제 발생시 문제 디스크만 붉은색으로 표시 

 복제 진행 상태(전체 디스크) 표시 

145 MB/S: 초당 145MB 를 복제함을 표시  

1166 / 2287MB: 총 2287MB 중 1166MB 가 복제되었음을 표시 

00:00:08 / 00:00:15: 총 15 초의 복제 예상 시간 중 8 초가 소요되었음을 표시 

Progress Bar: 복제 중 녹색으로 표시, 검증 중 파란색으로 표시 

 

 
Multi Image Copy 진행 상태 표시  

 복제중인 디스크의 정보 표시 

① 디스크의 시리얼 정보 / 크기 / 복제 중인 Master 이미지 명 출력 

② 복제 진행 및 완료 디스크 파란색으로 표시 / 복제 대기 디스크 검은색 표시 / 문제 발생시 문제 

디스크만 붉은색으로 표시 

 복제 진행 상태(복제 진행 중인 디스크) 표시 

78 MB/S: 초당 78MB 를 복제함을 표시  

312 / 7252MB: 총 7252MB 중 312MB 가 복제되었음을 표시 

00:00:04 / 00:01:32: 총 1 분 32 초의 복제 예상 시간 중 4 초가 소요되었음을 표시 

복제 진행 상태 

복제 중인 디스크의 정보 

선택한 디스크의 정보 표시 

복제 진행 상태 

복제 중인 디스크의 정보 

복제 옵션 

선택한 디스크의 정보 표시 

복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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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Bar: 복제 중 녹색으로 표시, 검증 중 파란색으로 표시 

 

STEP 11. 복제 완료  

 

 

   

복제 완료 메시지가 출력되기 전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 복제된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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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크 백업 

3-1. 디스크 백업 준비 
DiskClon 을 사용하여 원본 디스크를 파일로 백업하기 위해서는 원본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백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파티션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맷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백업은 연결된 디스크를 백업하는 기능입니다. 

디스크의 이상 여부와 DiskClon 내에 백업 이미지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디스크 백업 
“디스크 백업”이란 원본 디스크의 내용을 이미지 파일(.WCL)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Single Port Backup, Multi Port Backup 방식으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Single Port Backup: Master Port 에 연결된 디스크만 백업합니다. 

 Multi Port Backup: 모든 포트에 연결된 디스크를 백업합니다.  

                       백업은 1 Port 씩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디스크 백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STEP 1. 메인 화면에서 [Backup] 메뉴 선택 

 

 

STEP 2. 백업 디스크 장착  

① DiskClon Jig 에 하드 디스크를 장착합니다. 

② 전용 Jig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케이블을 연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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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새로 고침 버튼 클릭 

  
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백업할 디스크를 검색합니다. 

 

STEP 4. 저장 위치 선택 

  
① 1 번 Port 를 선택 후 [Save as]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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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파일 명 및 저장 위치선택 

  
 Single Port Backup 하는 경우 

① 저장 위치 및 파일 명을 지정합니다. 

②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Multi Port Backup 하는 경우 

① 저장 위치 및 파일 명을 지정합니다. 

② 이어서 다음 Port 에 Image 저장 위치 및 이름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Next]를 클릭합니다. 

③ 백업 파일 명을 모두 지정 했다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Target Image Information 

Path: 백업 파일을 저장할 경로 및 이름이 표시됩니다. 

Path-Direct Input: 백업 파일을 저장할 경로 및 이름을 직접 지정 및 기입할 수 있습니다. 

Drive: 백업 파일의 저장할 드라이브와 남은 공간이 표시됩니다.  

Folder: 백업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Folder-Direct Input: 백업 파일을 저장할 폴더 이름을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Name: 백업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Name-Direct Input: 백업 파일 이름을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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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백업 시작 

 
① DiskClon 전면의 [RUN] 버튼을 누르거나 GUI 에서 [Backup]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7. 장착된 디스크 검색 

  
① 장착된 하드 디스크 전원이 켜진 후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를 검색 합니다. 

② 검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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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백업 진행 

  
 Selected Disk Information: 백업 중인 디스크의 상태 표시 

 Connected Disk Information: 연결 또는 백업중인 디스크의 정보를 표시  

① 디스크의 크기 / 모델명 / 백업 파일 이름 출력 

② 백업 진행 및 완료 디스크 파란색으로 표시 / 백업 대기 디스크 검은색 표시 / 문제 발생시 문제 

디스크만 붉은색으로 표시 

 백업 진행 상태: 현재 백업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96 MB/S: 초당 96 MB 를 백업 함을 의미합니다. 

772 / 7252 MB: 총 7252 MB 중에서 772 MB 가 백업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00:00:08 / 00:01:15: 총 1 분 15 초의 백업 예상 시간 중에 8 초가 소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디스크 백업은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백업 진행 중인 디스크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백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붉은 색으로 바뀌고 문제가 생긴 디스크는 백업을 건너뛰고 다음 디스크를 

백업합니다. 

 

STEP 9. 백업 완료 

 
 

   

백업 완료 메시지가 출력되기 전에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백업 중인 디스크의 정보 

백업 진행 상태 

작업 진행 중인 디스크 및 
백업 파일 이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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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크 삭제 

4-1. 디스크 삭제 준비 
DiskClon 을 사용하여 디스크를 삭제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를 삭제할 때는 Master Disk(1 번 디스크)까지 삭제가 되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디스크를 삭제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삭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열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과열되지 않게 Fan 등을 사용해서 열을 식혀 주십시오. 

 

 

4-2. 디스크 삭제 
“디스크 삭제”란 디스크 완전 삭제 표준에 따라 디스크의 모든 섹터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개별 삭제 방식으로 동시에 디스크 삭제를 시작하고 개별 종료합니다. 개별 종료된 Port 는 이어서 다음 

디스크를 연결하여 삭제 가능합니다. 

 

디스크 삭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STEP 1. 메인 화면에서 [Wipe] 메뉴 선택 

 
 

STEP 2. 삭제할 하드 디스크를 장착  

① DiskClon Jig 에 하드 디스크를 장착합니다. 

② 전용 Jig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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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디스크 삭제 옵션 선택  

  
① 디스크 삭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삭제 옵션: [Select Options]에서 디스크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삭제 방식 

1 Pass : Single Pass (Quick, 

Low Security) 

총 1 번의 디스크 전체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고정된 값으로 모든 섹터를 초기화합니다.  

3 Pass : U.S DoD 5220.22-

M(E) (Slow, High Security) 

총 3 번의 디스크 전체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값으로 모든 섹터를 초기화합니다. 

7 Pass-1 : U.S DoD 5220.22-

M(ECE) (Slow, High Security) 

총 7 번의 디스크 전체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값으로 모든 섹터를 초기화합니다. 

7 Pass-2 : US NSA erasure 

(Slow, High Security) 

총 7 번의 디스크 전체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반복 되는 값으로 모든 섹터를 초기화합니다. 

35 Pass : Peter Gutmann 

(Very Slow, Highest Security) 

총 35 번의 디스크 전체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값으로 모든 섹터를 반복적으로 

초기화합니다. 

검증 여부 선택 

(Use Verify) 

ON 

삭제 후 검증 진행 

검증 범위는 10%~100% 중 선택이 가능하며,  

[Settings] > [Wipe] 메뉴 내 [Verification 

Type] 항목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OFF 삭제 후 검증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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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디스크 삭제 보고서에 담당자 정보/관리 번호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STEP 5 로 이동  

       (디스크 삭제 보고서에 담당자 정보/관리 번호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STEP 6 으로 이동  

 

STEP 5. 보고서에 추가할 담당자 정보 및 관리 번호 등록 

  
① [Input User Data]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담당자 정보/관리 번호를 입력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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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삭제 시작 

  
① DiskClon 전면의 [RUN] 버튼을 누르거나 GUI 에서 [Wipe] 버튼을 클릭합니다. 

 

   

삭제를 시작하기 전 미리 하드 디스크를 케이블에 연결해야 합니다. 

삭제 시작 후 연결하면 하드 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7. 장착한 디스크 검색  

  
① 장착된 하드 디스크 전원이 켜진 후에 장착되어 있는 삭제 가능한 디스크를 검색 합니다. 
② 검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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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삭제 진행  

  
 Selected Disk Information: 연결된 디스크 중 1 개의 디스크 상태 표시(사용자가 삭제 작업 전에 

Connected Disk Information 에서 선택한 디스크) 

 Connected Disk Information: 연결 또는 삭제중인 디스크의 정보를 표시  

① 디스크의 크기 / 모델명 출력 

② 삭제 진행 디스크 검은색으로 표시 / 삭제 완료 디스크 파란색 표시 / 문제가 발생 시 문제 

디스크만 붉은색으로 표시 

 삭제 진행 상태: 현재 삭제 진행 상태를 진행 속도, 진행 시간, 진행/완료 용량, 백분율(%)로 표시 

Progress Bar: 삭제 중 녹색으로 표시, 검증 중 파란색으로 표시 

 

 

개별 삭제 완료 후 [Go]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개별 삭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STEP 9. 삭제 완료 

  

 

 

개별 삭제는 개별로 Target Disk 를 삭제하고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서 삭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완료 창을 띄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화면의 삭제 완료 상황에서 Port 

2 번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다른 디스크를 연결 후 [Go] 버튼 클릭 시 Port 2 번의 삭제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삭제 옵션 

선택한 디스크의 구조 

삭제중인 디스크의 정보 
및 삭제 진행 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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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스크 삭제 보고서 
디스크를 영구 삭제하는 Wipe 기능을 이용한 후 이 Wipe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PDF/CSV 형태로 저장 가능합니다. 

   

 

삭제 결과 보고서에 고객 정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삭제 진행 전 [Input User Data] 버튼을 

이용하여 고객 정보를 추가 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4-2. 디스크 삭제’의 

STEP 4 를 참조합니다. 

 

STEP 1. 메인 화면에서 [Wipe] 메뉴 선택 

 

 

STEP 2. [Report] 버튼 클릭 

 
 

STEP 3. 보고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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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삭제 내역 및 보고서 보기 방식 선택 

  
① Wipe 결과 리스트의 체크 박스 또는 좌측 하단의 [Select All]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삭제 내역을 

선택합니다. 

② 보고서 보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보고서 보기 방식  

페이지당 리포트 

개수 선택 

페이지당 1 리포트 1 페이지에 1 개의 삭제 내역만 표시, 

페이지당 10 리포트 1 페이지에 10 개의 삭제 내역만 표시  

파일 개수 선택 
개별 파일 삭제 내역을 개별 파일로 생성 

통합 파일 삭제 내역을 하나의 파일로 생성 

 

 

16 개의 삭제 내역을 페이지당 1 리포트 & 개별 파일 옵션으로 [Export PDF] 하는 경우 

1 페이지에 1 개의 삭제 내역만 표시되는 16 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STEP 5. 보고서 보기/내보내기 

  
① (보고서를 CSV 파일로 생성하려는 경우) [Export CSV]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를 PDF 파일로 생성하려는 경우) [Export PDF]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를 장비에서 바로 확인하려는 경우) [View Report] 버튼을 클릭합니다. 

 

Wipe 결과 리스트 

보고서 보기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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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V 파일로 생성한 보고서 

 

 
 PDF 로 생성한 보고서 



 

DiskClon  | 디스크 이미징 방식의 디스크 복제 & 삭제기                                                         40 
 

5. DiskClon Settings 

Settings 는 DiskClon 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고급 설정 메뉴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ettings]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TEP 1. 메인 화면에서 [Settings] 메뉴 선택 

 
  

STEP 2. 설정하고자 하는 기능 선택 

 
☞ Settings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Software: 언어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패치 
 Hardware: 하드웨어에 관련된 설정 
 Environment: 기본 동작 설정 
 Performance: 성능에 관련된 사항 설정 
 Clone: Clone 기능에 관련된 사항 설정 
 Wipe: Wipe 기능에 관련된 사항 설정 
 File Manager: 백업 이미지 관리 
 Network: Network 드라이브를 Target Drive 로 설정하여 이용 
 History: 작업 결과 조회, 로그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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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ettings 
DiskClon 의 기본적인 동작 환경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Language DiskClon 에 출력되는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 영어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Patch Patch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RollBack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Hardware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Align Hard Disk DiskClon 에 연결된 하드 디스크를 검색하여, SATA Port 의 번호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해당 기능은 내장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이 3.0.17.0 이전일 때는 필요 하지만, 

최신 드라이버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시 제조사에 문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할 수 있습니다. 

Scan External Drive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 및 연결된 외장 장치를 인식시키고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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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Set Disk Scan Time 디스크를 검색하는데 걸리는 최대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0 초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Set Master Port 디스크 복제 시에 원본이 되는 디스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rt 1~16 번중의 하나를 원본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Set Starting Screen 프로그램 실행 시 처음 보여질 화면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Use Password Settings 화면에 진입 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rotect Master Disk 디스크 복제/삭제 시, Master Disk 를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Split Power Control Power Control Board 에 전원 인가되는 방식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모든 전원 켜기 / 두 번에 모든 전원 켜기 / 네 번에 모든 전원 

켜기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Remove Slow Disk 전체 복제/삭제 성능의 유지시키기 위해 정상 속도의 디스크만 

복제/삭제하도록 하고, 저속 디스크는 자동으로 탈락 되도록 설정 

합니다. 

설정된 시간 동안 설정 속도 이하인 디스크는 자동으로 탈락되도록 

저속 디스크의 기준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Minimum Speed: 10~100MB/S 까지 10 단위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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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Time: 1~30 초까지 1 초 단위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Remove Power Control 작업중인 디스크의 전원만 켜고, 작업이 종료된 디스크의 전원은 

차단합니다. 

Run after reboot 삭제 작업 시 장비를 재부팅 한 후, 삭제가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Clone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Identical Copy 용량과 모델이 동일한 디스크만 복제합니다. 

Auto Recovery 복제 후 검증 도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한 디스크의 섹터를 

수정합니다. 

해당 기능은 복제 옵션 중 Use Full Verify 가 ON 상태인 경우만 동작합니다. 

Hashcode Sector by Sector 복제 완료 후, 원본 디스크의 Hash 값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해시 알고리즘은 MD5 / CRC / SHA-1 중 설정 할 수 있습니다. 

 

 
 Wipe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Delete Report History DB 에 저장되어 있는 Wipe 결과 정보를 모두 삭제 합니다. 

Wipe Report Logo Wipe Report 의 좌측하단에 로고를 추가합니다. 

로고 이미지 크기는 200x52 픽셀이 이상적이며, BMP, JPG, PNG, ICO 

확장자를 가진 영문 이름의 파일만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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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Type Wipe 의 검증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 30% / 50% / 70% / FULL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File Manager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review Backup 

Image 

백업 이미지의 파티션 별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백업 이미지의 

정보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ckup Image 

Management 

백업 이미지의 이동/삭제, 파일명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Network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Use Network Drive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저장 위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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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옵션 설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Result Browser 디스크의 시리얼 번호를 검색하여 백업/복제/삭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port Log Files DiskClon 의 Log 파일을 원하는 위치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5-2. Software Patch 
Software Patch 는 간단하게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TEP 1. 패치 USB 를 준비  

① 패치파일을 USB 메모리 최상위 폴더 아래의 DiskClonPatch 폴더에 복사합니다. 
 

예) 패치 하려는 파일이 DiskClon 폴더내의 DiskClon.exe 이고 USB 메모리가 F:\일 경우, 

“F:\DiskClonPatch\DiskClon\”에 DiskClon.exe 를 복사합니다. 

 

   

이 때 DiskClonPatch 폴더는 반드시 하나의 드라이브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STEP 2. 패치 USB 연결  

① DiskClon 장비에 STEP 1 에서 준비한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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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Patch] 버튼 클릭 

 

 

STEP 4. 장착한 디스크 검색 

  
① 패치 파일이 있는 저장 장치를 검색 합니다. 

 

STEP 5. 패치 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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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패치 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경우 [RollBack] 버튼을 이용하여 패치 이전의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STEP 6. 패치 완료 

 
 

   

패치가 완료되면 3 초 카운트 후 DiskClon 이 자동으로 재 시작 됩니다. 

 

5-3. Align Hard Disk 
DiskClon 에 연결된 하드 디스크를 검색하여, SATA Port 의 번호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해당 기능은 내장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이 3.0.17.0 이전일 때는 필요 하지만, 최신 드라이버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시 제조사에 문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할 수 있습니다. 

 

STEP 1. [Hardware]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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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Align Hard Disk] 버튼 클릭 

 
 

STEP 3. 하드 디스크 장착  

① DiskClon 전용 Jig 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하드 디스크를 장착합니다. 
② 특정 디스크의 ID 를 확인하려면 확인하고자 하는 하드 디스크만을 장착합니다. 

 

STEP 4. 검색  

  
① (모든 디스크를 검색하려는 경우) [시작]을 클릭합니다. 
② (특정 디스크만 검색하려는 경우) 검색하려는 디스크만 체크하고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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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검색 완료  

 

 

STEP 6. 검색 결과 저장  

 
① [저장]을 클릭하여 현재의 SATA Port 연결 상태를 저장합니다. 
② 연결된 SATA Port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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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Use Password 
특정 관리자만 DiskClon 의 기본 설정을 변경 할 수 있도록, [Settings] 메뉴 진입 비밀번호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STEP 1. [Environment] 메뉴 선택  

 
 

STEP 2. 비밀번호 설정 

 
① 설정 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Set]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적용합니다. 

 

 

이후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 또는 삭제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삭제 후 [Set] 버튼을 클릭합니다. 
 

  



 

DiskClon  | 디스크 이미징 방식의 디스크 복제 & 삭제기                                                         51 
 

STEP 3. 비밀번호 적용 확인  

 
① 이후 [Settings] 메뉴를 선택하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출력됩니다. 

 

5-5. File Manager 
백업 이미지의 이동/삭제, 파일명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이미지의 디렉토리 구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5-1. Export/Import Backup Image 

DiskClon 에 저장된 백업 이미지를 다른 위치로 내보내거나, 외장형 장치의 백업 이미지를 DiskClon 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STEP 1. 외장형 장치 연결  

① (백업 이미지를 내보내기 하려는 경우) DiskClon 장비에 백업 이미지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외장형 장치를 연결합니다. 
② (백업 이미지를 가져오기 하려는 경우) 백업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외장형 장치를 연결합니다. 

 

STEP 2. [File Manager] 메뉴 선택  

 



 

DiskClon  | 디스크 이미징 방식의 디스크 복제 & 삭제기                                                         52 
 

 

STEP 3. 새로 고침 버튼 클릭  

 
①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외장형 장치를 검색합니다. 

 

STEP 4. 내보내기/가져오기 할 이미지 파일 선택  

  
① 내보내기/가져오기 할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② 내보내기/가져오기 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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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백업 이미지 내보내기/가져오기  

  
① [Export] 또는 [Import] 버튼을 클릭합니다. 

 

5-5-2. Preview Backup Image 

백업 이미지의 파티션 별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백업 이미지의 정보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File Manager]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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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미리 보기할 백업 이미지 선택  

  
① 확인하고자 하는 백업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STEP 3. 미리 보기 버튼 클릭  

 

 

STEP 4. 백업 이미지의 디렉토리 보기  

  
① 백업 이미지의 파티션 별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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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Delete Backup Image 

DiskClon 에 저장된 백업 이미지를 간단하게 삭제 할 수 있습니다. 

 

STEP 1. [File Manager] 메뉴 선택  

 
 

STEP 2. 삭제할 이미지 파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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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Delete] 버튼 클릭  

 
 

STEP 4. 삭제 완료  

  
① 선택했던 백업이미지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kClon  | 디스크 이미징 방식의 디스크 복제 & 삭제기                                                         57 
 

5-6. Result Browser 
특정 하드 디스크에 대하여 DiskClon 에서 작업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의 시리얼 번호를 

검색하여 백업/복제/삭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시리얼 번호는 바코드리더기 또는 수동으로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STEP 1. [History] 메뉴 선택  

 
 

STEP 2. [Search]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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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바코드 리더기가 없는 경우) STEP 4-1 로 이동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는 경우) STEP 4-2 로 이동 

 
 

STEP 4-1. 수동으로 하드 디스크 시리얼 번호 입력 

 
① 하드 디스크 시리얼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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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2. 바코드 리더기로 하드 디스크 시리얼 번호 입력 

  
① 바코드 리더기에 하드 디스크 시리얼 번호를 인식시킵니다. 

 
STEP 5. 검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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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Use Network Drive 

Network 는 백업 이미지를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 해주는 

기능입니다. 

 

STEP 1. [Network] 메뉴 선택 

 

 

STEP 2. 사용 옵션을 ON 상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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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네트워크 정보 입력 

  
 네트워크 정보 입력 

Set Network Information: DiskClon 의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Set Server Information: 저장위치로 사용할 장치의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Init] 버튼을 클릭하면, 네트워크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STEP 4. [Apply]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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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네트워크 설정 완료 

 

 

5-8. Export Log Files 
DiskClon 의 Log 파일을 원하는 위치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STEP 1. [History]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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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저장할 로그파일 종류, 저장 위치, 로그파일 기간을 선택 

 
 저장할 로그 종류 선택: [Select Log Files]에서 저장할 로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ogs Files DiskClon\Logs 폴더내의 파일 

DiskClon 의 모든 작업 내역이 기록됩니다. 

Result Files DiskClon\Logs\RT 폴더내의 파일 

복제/백업/삭제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내역이 기록됩니다.  

Detail Files DiskClon\Logs\ED, ER 폴더내의 파일  

복제/백업/삭제 작업의 보다 상세한 로그가 기록됩니다. 

 저장할 위치 선택: [Select Path]에서 로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파일은 “저장한 드라이브 및 폴더\DiskClon 모델명폴더”의 경로로 저장됩니다.  

 저장할 로그파일 기간 선택: [Select Period]에서 저장할 로그파일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Today, Yesterday, This Week, Last Week, This Month, Last Month, This Year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3. [Export]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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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내보내기 완료 

 
 

 

저장된 Log 파일은 “저장한 드라이브 및 폴더\DiskClon 장비 명”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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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 해결 

6-1. DiskClon 이 켜지지 않습니다 
DiskClon 에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메인 전원 스위치와 장비를 부팅하는 시스템 부팅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 부팅을 위해서는 메인 전원 스위치를 먼저 ON 시킨 후 시스템 부팅 스위치를 동작 시켜야 

합니다. 부팅 스위치 동작 시 에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전원관련 부분을 확인합니다. 

 

STEP 1. DiskClon 의 전원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상 연결>                            <비정상 연결> 

 

STEP 2. DiskClon 의 메인 전원 스위치가 < | >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전원 On>                               <전원 Off> 

 

STEP 3. 위 두 사항을 충족시키더라도 DiskClon 부팅이 되지 않는다면 구입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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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iskClon 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STEP 1. STEP 1. LCD 화면에 No Signal 이 표시 될 때는 DiskClon 후면의 모니터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 

되었는지 확인합니다(16Port). 

 
 

STEP 2. 위 사항을 충족시키더라도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입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출력 되지 않을 경우 일반 모니터의 D-SUB 케이블을 DiskClon 후면 메인보드 쪽 

그래픽 단자에 연결 후 임시로 사용 가능합니다. 

 

6-3. DiskClon 부팅 중 Communication Error 메시지 창이 

출력 됩니다 
전기적 충격(쇼트)에 의해 Power Control Board 의 퓨즈가 나간 경우 입니다. 

구입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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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복제 진행 시 하드 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STEP 1. SAS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STEP 2. 인식이 안된 포트에 잘 인식되는 다른 하드 디스크를 연결(SAS 케이블 포함) 후 확인합니다. 

 

STEP 3. 잘 인식되는 다른 하드 디스크 연결 시에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구입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5. SSD 복제 시 DiskClon 화면에서 No Disk 로 표시 

됩니다 
DiskClon 은 Raid Card 를 이용해 HDD 를 복사합니다. 특정 SSD 복제 시 Raid Card 가 디스크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6. 복제 중에 DiskClon 이 정지 됩니다 
DiskClon 은 복제 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HDD 를 에러 처리합니다. 그러나 오류 종류에 따라 DiskClon 

의 작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복제 중 불량 HDD 로 인해 DiskClon 이 정지 된다면, HDD 를 변경한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십시오. 

6-7. Sector by Sector 를 ON 하면 Resize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Sector Copy 는 Master Disk 의 빈 공간을 포함한 디스크 전체를 Target Disk 로 복제하는 기능으로 Master 

Disk 의 섹터와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복제하기 때문에 Partition Resize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제 시 

Target Disk 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 차이만큼 Empty 공간(No Resize)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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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품질 보증서 

 

 

 

 

 

DiskClon 을 구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클로닉스에서 해당 내용을 보증하며, 고장 발생시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품 보증 규정 

 

1. 본 제품의 기본 사용요령 및 시스템 연결도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제품에 고장이 발

생한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 A/S를 보장합니다. 단, 도서산간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지로

의 출장이 발생할 경우, 출장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등 

별도의 문서를 통해 결정됩니다. 

 

2.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유상으로 수리됩니다. 

A. 사용자 과실: 강한 충격, 임의분해/개조, 취급 부주의 등 

B. 사고: 화재, 수해, 낙뢰 등 천재지변, 기타 공해나 이상전압으로 인한 손상 등 

C. 판매 계약 시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정해진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어떠한 사항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D. 케이블 등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E. 케이블 등 소모성 부품을 ㈜클로닉스가 제공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3. 별도의 보증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본 제품의 출고일을 판매일로 산정합니다. 

 

4. 수리가 필요하실 경우 본 품질보증서를 지참하시고 당사로 전화 연락(070-7090-8280)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의: 전원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파워 내부에는 고압 전원 부분이 있어 감전 및 파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 주의: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분해, 개조 및 수리는 금지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는 제품에 대한 그 어떠한 

사항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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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사람을 가깝게, 

클로닉스는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