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USB 메모리
DM PD065 사용자 설명서

데이터 보호
지문센서

■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젂자파적합기기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과 책임
1. 일반적인 저장장치는 사용 가능한 수명이 있으며, 저장장치의 수명과 정젂기 또는 외부충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저장자료는 반드시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십시오.
2. 당사는 본 제품의 고장에 의해 손해, 저장자료 손실에 의한 손해, 그외 본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제품에 저장된 데이터는 고객의 책임이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2~3중으로 별도의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하십시오.
4. 제품을 사용하 임의로 분해하거나 부착된 스티커 또는 라벨을 손상시키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분해하거나 라벨을 파손 또는 제거시 제품보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품질향상을 위해 매뉴얼 및 제품 사양이 통보 없이 수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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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지문인식 제품으로 비밀번호 및 지문인식 센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에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십시오.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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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젂
DM PD065 지문인식 USB메모리 드라이브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065는 생체인식기술과 데이터 저장장치를 통합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이 드라이브는 지문인증을 통해 무단 액세스 시도로부터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는 안젂하게 보호되며,
스캔한 지문이 인증 될 때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최고의 보안을 특징으로 하여 긴 암호를
기억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1.1 제품 명칭

LED Light

지문센서
생체인식기술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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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사양
제품명

지문인식 USB 플래시 메모리

모델명

PD065

인터페이스

USB2.0

용량

32GB, 64GB, 128GB

암호화 알고리즘

AES256bit

지문등록 수

최대 6개(관리자 1명, 사용자 5명)

재질

알루미늄합금+ABS

칼라

골드

크기

45.5 x 18.2 x 6.8mm

무게

약 12g

지원 OS

Windows10/8.1(8)/7/XP(SP3), Mac, Linux

관리응용프로그램 지원 OS

Windows10/8.1(8)/7/XP(SP3)에서만 가능함.

품질보증기간

1년

KC인증

필(MSIP-REI-WPT-PD065)

제조국

중국

판매자

위즈플랫주식회사

※ 지문,사용자 등 관리 응용프로그램은 Windows계열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Windows10/8.1(8)/7/Vista/XP)
※ 본 상품이 모든 환경 및 조합에서의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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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 지문관리 응용 프로그램 실행하기
DM PD065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함께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십시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암호를 설정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계정에 등록된 사용자를 관리하며, 보관 데이터가 해킹
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① 『내 컴퓨터』창에서
『CD 드라이브:DM』를 클릭하십시오.

② 『FingerTool.exe』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 참고 : 일부 보안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이 되도록 해당 보안프로그램을
설정하십시오.

3. 관리자 등록하기
관리자 계정 등록이 완료되면 관리자는 계정을 생성하고 일반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관리자 암호 및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1 관리자 암호 설정하기

① 『Register』를 클릭하십시오.

②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한 후
『NEXT』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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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자 지문 등록하기

① 관리자 이름을 입력 후
『NEXT』를 클릭하십시오.

② 지시에 따라 지문을
등록하십시오.
『Re entry』등록과정 중
사용 가능합니다.

4. DM PD065 사용하기
1. DM PD065를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USB포트에 연결하면 장치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2. 지문 센서에 등록된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놓고 누르십시오. 파띾색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지문이 인증되면 Secure(보안) 파티션을 보고 이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ecure(보안)영역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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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M PD065 파티션 조정 설정하기
※ 파티션 설정은 보관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주의하십시오!
1. 먼저 응용프로그램을 『FingerTool.exe』을 실행하고 관리자 지문 인증을 통과하십시오.

① 『PARTITION』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하십시오.

② Public과 Secure 영역을 조정한 후
『OK』를 클릭하십시오.

④ 파티션 설정이
진행됩니다.

③ 지문 인증 절차를 통과한 후
『OK』를 클릭하십시오.

⑤ 파티션조정설정이
완료 후 『OK』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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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자와 사용자 계정 관리하기
이 장에서는 사용자 계정 추가, 변경, 삭제 및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① 『FINGERPRINT』를 선택한 후
추가할 사용자를 이름을 입력 후
『NEXT』를 클릭하십시오.

② 새롭게 추가된 사용자 admin1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최대 5명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②

① 사용자 지문 추가

③

③ 선택한 계정을 삭제

② 선택한 계정의 암호 및 지문을 변경

※ 사용자 계정은 삭제할 수 있으나, 관리자 계정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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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 A
Q. 왜? DM PD065가 컴퓨터에서 인식 안 되나요?
A.

DM PD065를 다시 USB포트에 연결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Q. DM PD065의 드라이브 용량이 10GB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예를들어 32GB DM PD065의 드라이브 사용 가능한 용량은 29.8GB이며, Public(공용)영역의
기본 용량은 10GB입니다. 사용자의 지문이 인증된 경우에만 Secure(보안)영역의 용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로 등록된 사용자가 용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DM PD065가 OTG 스마트폰에 연결 사용이 가능한가요?
A.

OTG 스마트폰을 통해 Public(공용)영역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Secure(보안)영역은
불가능합니다

Q. 왜? 단일파일이 4GB보다 큰 파일을 PD065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없나요?
A.

DM PD065 드라이브의 초기 포맷방식은 FAT32입니다.
단일파일이 4GB보다 큰 파일을 저장할 때는 exFAT으로 다시 포맷하여 사용하십시오.
※ FAT32는 단일파일 4GB이상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Q. 지문 등록 , 파티션 등을 관리하기 위한 호환 OS(운영체제)는 무엇인가요?
A.

관리 응용프로그램은 Windows10/8.1(8)/7/XP 에서만 가능합니다.

Q. DM PD065 드라이브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요?
A.

암호화 알고리즘은 AES256bit에 기반하며 지문 데이터는 FingerPrint IC에서 생성된
젂용 UID로 PD065에 저장됩니다.
지문 데이터와 지문의 계산 방법은 별도이므로 PD065 드라이브를 강제 해체하면 Secure
(보안)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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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보증
※ 본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산정됨으로 반드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은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준합니다.

■ 무상서비스 :
구입 후 1년(무상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 시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1. 소비자 과실(충격,임의분해,훼손 등이 가해진 경우)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 라벨이 손상된 경우 및 외관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규격 이외의 부품(나사,보호케이스, 전원어댑터 등)을 사용할 경우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장의 경우
-고의로 분해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손상된 경우
2. 당사 고객서비스센터의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설치 후 이동 또는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사용 전원의 이상 또는 제품에 부착되는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5.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5. 천재지변(낙뢰,화재,염해,수해, 홍수,지진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제품에 붙어 있는 스티커 라벨이 손상된 경우 및 외관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
■ 유상서비스 :
무상품질보증기간(구입 후 1년)에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에 대해 유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된 제품이 다시 수입된 경우.

■ 인증표시 안내 :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 위즈플랫주식회사
-기기의 명칭 : 지문인식 USB 메모리
-인증번호 : MSIP-REI-WPT-PD065
-원산지 : 중국

위즈플랫 고객서비스센터
주소 : 경기도 굮포시 엘에스로 163 중산빌딩6층
전화번호 : 1588-4154
사이버서비스센터 : support@wizpl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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