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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반드시 읽어보세요.) 
 

 NEXT-DC103P와 하드(HDD)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도록 하십시오.하드(HDD)의 손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기는 SATA(I/II/III)하드를 지원합니다. 

 이 기기는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므로 충격에 주의 하세요. 

 기기간의 조립 시 하드디스크의 방향 및 위치에 주의 하세요. 방향 및 위치가 잘못

된 경우 기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정전기, 사용미숙, 제품불량 등으로 데이터의 손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에 제

품의 이상유무 확인할 시에는 중요한 기록 내용이 없는 하드(HDD)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HDD가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또한 하드(HDD)에 기록되어 있는 DATA는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전원공급장치(아답타)및 케이블류(USB,전원..)는 소모품으로 A/S가 되지를 않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에서 분리한 HDD는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이미 개봉하였거나, 부속품 분실 시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 하지 않을 시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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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제품의 설명> 

NEXT-DC103P는 1:3 HDD 복제 및 복구불가 삭제(DOD Erase)  지원하는 다기능 

하드 복사기&삭제기 입니다. 네 개의 하드디스크 중에서 하나를 원본(SOURCE) HDD로 

또 다른 세 개는 사본(TARGET) HDD로 1:3 HDD복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HDD에 기록된 보안사항이 높은 데이터,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 ＊삭제모드는 TARGET포트에 연결된 HDD만 지원) 

 

<제 2장 - 제품의 특징> 

1)본 제품은 DATA CLONE 기능을 지원하며, 컴퓨터와의 연결 없이 제품에 장착한 

4개의 하드디스크끼리 1:3 HDD 데이터 복사가 가능합니다. 

2)”System And Files”, ”Whole Media ” 두가지 복제모드를 지원하며, “System And 

Files ”모드로 복제시 데이터 영역만 빠르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3)제품에 데이터전송 LED램프가 장착되어 DATA CLONE 기능으로 데이터 복사를 

진행하면 LCD 화면에 데이터복제 진행상태를 수치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DOD 인증 복구불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5)HDD DATA CLONE & Erase 시에는 분당 최대 18GB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7)별도 케이스 없이 2.5인치 SSD/HDD(노트북 용) 및 3.5인치 HDD(데스크탑 용) 

SATA 하드디스크 장착이 가능하며, 혼용하여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8)SATA I/II/III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9)다양한 포맷의 HDD를 지원합니다. Ext2,Ext3,Ext4,NTFS,exFAT,FAT32,HFS+ 

10)컴팩트 사이즈로 휴대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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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제품의 사양> 

지원장치 2.5”와 3.5” SATA I/II/III HDD 및 SSD 동시지원 

제품규격 68mm(W) / 140mm(D) / 27mm(H) 

지원 FORMAT FAT16/32, exFAT,NTFS,ext2/3/4,HFS/HFS+ 

버퍼 MEMORY 128MB DDR2 

디스플레이 BLUE LCD 

인터페이스 및 지원속도 HDD CLONE(MAX 18GB/분당, 300MB/초당) 

HDD ERASE(MAX 18GB/분당, 300MB/초당) 

HDD 슬롯 Source, Target1~3 

전원 어댑터 DC INPUT:100-240V 50/60Hz 최대 1.5A  

DC OUTPUT 12V 5A 

작동 습도 20%~80% 

작동 온도  32 ° C (0 ° C) / 140 ° F (60 ° C) 

<제 4 장 - 구성물> 

제품의 구성물 

Item Quantity 

NEXT-DC103P  본체 1 PCS 

설명서 1 PCS 

아답터(DC 12V) 1 PCS 

전원케이블(8자코드) 1 PCS 

SATA 연장케이블(데이터+파워) 4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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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기기의 명칭> 

                -제품의 윗면- 

 
1. Source : 해당슬롯에 HDD가 장착되면  Green  LED가 점등됩니다. 

2. Target(1~3) : 해당슬롯에 HDD가 장착되면  Green LED가 점등됩니다. 

3. 하드디스크를  복제&삭제 시에 LCD 디스플레이에  %로 진행상태를 표시해줍니다. 

4. CLONE모드: SOURCE 슬롯에 원본 HDD를 삽입하고 TARGET 슬롯에 대상 

HDD를 삽입한 후에 “1.Copy” +ENT 버튼을 클릭하면 클론 기능이 동작됩니다. 

(*Whole Media 모드:원본 HDD 의 용량은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부트영역을 제외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대상 HDD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System And Files 모드: 대상 HDD 의 용량은  원본 HDD 의 데이터 영역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 

5.   ERASE 모드: “5.Utility” +ENT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기능이 동작됩니다. 

     (*5.4 Quick Erase:빠른 포맷/ 5.5 Full Erase: 일반 포맷/ 5.6-5.7 DOD Erase:  

복구불가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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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설치안내> 

1. NEXT-DC103P제품의 하드디스크를 삽입하는 슬롯을 확인하세요. 

(원본 : SOURCE 슬롯사용 / 대상 : TARGET(1~3) 슬롯사용)  

2. 하드디스크를 SATA슬롯의 연결부위에 맞춰서 연결합니다. 

(SATA 슬롯이 쉽게 빠지는 경우는 동봉된 SATA(데이터+파워) 연장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 사용) 

 

※   <참고사항> 

.하드디스크를 잡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드디스크의 양 측면을 잡아서 착,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클론 시작시 대상 디스크의 데이터는 삭제되니, 원본 HDD/대상 HDD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 7 장 – DATA 복제 기능> 

. DATA CLONE 기능은 제품에 장착된 하드디스크간의 데이터를 1:3로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별도의 PC연결이 없더라도 원본 하드디스크를 (SOURCE슬롯) 대상 

하드디스크에( TARGET 슬롯) 데이터와 os영역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System And Files 모드를 권장합니다.  

 System And Files 모드: 지원되는 포맷방식(FAT16/32, NTFS, exFAT, 

ext2/3/4)의 HDD를 데이터가 포함된 구역만 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원 

포맷방식은 Whole Media방식으로 포맷됩니다. 데이터 영역만 복제하기에 

보다 빠른 시간안에 하드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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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Media모드: 원본하드의 포맷방식과 상관없이 파티션을 통째로 

복사하는 방식, 보다 안전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영역까지 복사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 <참고사항> 

   . Whole Media 모드 복제시 대상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부트영역을 제외한 실제 사용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원본 하드디스크 보다 용량이 

같거나 커야 합니다. (대상 하드디스크 > 원본 하드디스크) 

   . DATA CLONE 기능이 작동되면 대상 하드디스크(TARGET 장착된 HDD)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백업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원본 하드디스크를 SOURCE슬롯에 장착하고 대상 하드디스크는 TARGET 

슬롯에  장착하고 전원을 켭니다.  

2. LCD 화면을 상하버튼을 클릭하여 “1.Copy (SMART) ” 선택후에 “ENT”버튼을 

클릭하면  CLONE 기능이 동작됩니다. 파티션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별도의 

설정없이 자동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주의: DATA 복제 중에 전원을 끄면 데이터에러 및 HDD 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DATA 복제가 진행되면서 진행상태에 따라 LCD 화면에 소요시간과,  복제 진행 

상황(0%~100%)  완료시까지 실시간으로 수치상으로 표시됩니다.  

(6-5.Setup-Display Mode; Show Timer 로 설정하게 되면 경과시간이 표기되며, 

6-8.Setup-Result Time;Enable 로 설정하게 되면 최종 복제 완료시간이 

표기됩니다.)  

4. DATA 복제가 완료되면  비프음 1 회 울림과 함께  LCD화면에 “Result  PASS, 

Fail 값이 표기가 되면 복제가 완료된 것이며,  제품의 전원을 끄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멈추면 천천히 하드디스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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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DATA CLONE 기능을 실행할 때 대상 하드디스크가 원본 하드디스크 보다 용량이 

크면 원본 하드디스크의 크기(용량)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할당되지 않은 영역으로 

표시됩니다. 이 영역은 컴퓨터관리 -> 디스크관리메뉴에서 파티션을 나누고 포맷을 

진행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Whole Media모드  복제시 CLONE을 위해 삽입한 HDD의 상태(배드섹터, 

HDD스크립트 에러, 물리적인 취약함)에 따라서 CLONE 시간이 지체되거나 

CLONE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8장 – DATA 복제 +비교 기능 > 

1. <제 7 장, DATA 복제 기능> 에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으로 비교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2.  기본적으로 DATA 복제 기능과 같이 “System And Files ”모드,  “Whole 

Media”모드 를 지원하며, 소요되는 시간은 비교 시간 포함하여 일반적인 DATA 

복제시간의 X2배 이상 소요됩니다.  

(ESC 약 5초간 클릭시 하드복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9장 – DATA 삭제 기능 > 

1.  Target 에 연결된 HDD 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일반포맷 및 

복구불가 삭제 모드를 지원합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지원됩니다. 

( Source 포트에 연결된 HDD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2. Quick Erase(빠른 포맷) :빠르게  HDD 드라이브의 시작섹션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를 할당되지 않음 상태로 포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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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제할려는 HDD를  Target에 연결하고, LCD 화면의 “5.Utility” + 

ENT 클릭,  “4.Quick Erase” +ENT 클릭합니다. 

2-2. 이후 약 10 초 이내의 포맷이 완료됩니다.  

2-3.  LCD LCD화면에 “Result  PASS, Fail 값이 표기가 되면 복제가 

완료된 것이며,  제품의 전원을 끄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멈추면 

천천히 하드디스크를 분리합니다. 

3. FULL Erase(전체 포맷) : HDD 드라이브의 전체섹션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를 

할당되지 않음 상태로 포맷합니다. HDD 디스크의 전체용량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ex)1TB 3시간 소요) 

3-1. 삭제할려는 HDD를  Target 에 연결하고, LCD 화면의 “5.Utility” + 

ENT 클릭,  “5.FULL Erase” +ENT 클릭합니다. 

3-2. DATA 삭제가 진행되면서 진행상태에 따라 LCD 화면에 소요시간과,  

삭제 진행 상황(0%~100%)  완료시까지 실시간으로 수치상으로 

표시됩니다. 이후 포맷이 완료됩니다. HDD 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 1TB 의 HDD 기준 약 3시간 소요됩니다.  

3-3.  LCD화면에 “Result  PASS, Fail 값이 표기가 되면 복제가 완료된 

것이며,  제품의 전원을 끄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멈추면 천천히 

하드디스크를 분리합니다 

4. DoD Erase(복구 불가 포맷) :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HDD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4-1. 삭제할려는 HDD를  Target에 연결하고, LCD 화면의 “5.Utility” + 

ENT 클릭,  “6)  DOD Erase” +ENT 클릭합니다. 

4-2. DATA 복제가 진행되면서 진행상태에 따라 LCD 화면에 소요시간과,  

삭제 진행 상황(0%~100%)  완료시까지 실시간으로 수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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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됩니다. 이후 포맷이 완료됩니다. HDD 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 1TB 의 HDD 기준 약 3시간 소요됩니다.  

Pass 횟수에 따라 시간은 배로 소요됩니다.  

4-3.  LCD화면에 “Result  PASS, Fail 값이 표기가 되면 복제가 완료된 

것이며,  제품의 전원을 끄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멈추면 천천히 

하드디스크를 분리합니다 

( 7-Secure Erase 과정은 4-1 ~ 4-3 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 제 10장 – 기타 기능 설명 > 

a. <Setup >메뉴 설명 

1.  Copy Area:  HDD 복제시 “System and Files”모드와 “Whole 

Media”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System and Files 모드 선택시 HDD 

데이터 영역만 복제하며, Whole Media 모드 선택시 HDD 전체 파티션 

영역으로 복제합니다.  

2. Smaller Target: System and Files 모드시에만 적용되며, 대상 HDD 의 

총용량이 원본 HDD의 총용량보다 작더라도 해당 기능 설정하여 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원본 HDD 의 데이터 영역 만큼의 용량은 대상 

HDD에 존재해야 합니다.)  

- Partly Copy : smaller target HDD 복제 가능 

- Can not Copy: smaller target HDD 복제 불가( 기본값) 

3. Unknown Format 

- Copy: 알수 없는 포맷 형식도 복제 가능 ( 기본값) 

- SKIP: 알수 없는 포맷 형식 복제 불가  

4. Check Before Copy 

- Disable/Enable : copy 전에 복제가 가능한 환경인지 체크하는 과정. 

5. HP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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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p 

    - Clear Target HPA Without Copy 

    - Set Target HPA Without Copy 

    - Copy 

6. Display Mode 

- Basic:기본 모드 

- Show Timer: 타이머 표시 (경과시간) 

- Expert : 데이터 복제 속도 표시  

7. Start-UP Menu: 시작메뉴에 표기되는 기능 순서설정 

8. Button Beep 

- Button & Warning: 버튼음, 경고음 on  

- OFF: 비프음 OFF 

- Warning Only: 경고음 on 

9.   Show Result Time 

-disable/Enable: 복제 경과시간 표기 설정 

         10.   Boot Password :부팅시 비밀번호 설정 

         11.   Setup Password: 설정변경시 비밀번호 설정 

         12.   Language : 영어 및 기타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13.   Clear Setup: 공장 초기화 

         14.   Performance 

               -SPEED(기본값): 속도 우선, 가장 빠른 속도로 복사기능을 실행하지만 

                   특정 블랜드의 플래시미디어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Balnce: 균형 모드, 안정적인 속도로 복사기능을 실행하고 특정 브랜 

                    드의 플래시미디어와 호환성 문제가 적습니다. 

               -Compatibility: 호환 모드, 가장 안정적인 속도로 복사기능을 실행하며 

                    플래시미디어와 호환성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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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tility >메뉴 설명 

1. Format FAT32: FAT32 방식으로 Target HDD 빠른 포맷 진행. 

2. Format exFAT: exFAT 방식으로 Target HDD 빠른 포맷 진행. 

3. Measure Speed: 원본 , 대상 HDD 의 읽기,쓰기 속도 체크. 

4. Quick Erase: Target HDD 빠른 포맷 진행(할당되지않음) 

5. Full Erase: Target HDD 일반 포맷 진행(할당되지않음) 

6. 3-Pass DOD Erase: 복구불가 포맷 3 회 진행.  

7. 7-Pass DOD Erase: 복구불가 포맷 7 회 진행.  

8. Change Disk Signatures: 동일한 hdd 복제시 PC에서 정상적인 읽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기능. 

9. Media Information : HDD 총용량, 파일 시스템 확인  

10. Device Model: HDD 디스크 모델명 확인 

11. System Information: 제품 모델명 , 메모리 사이즈, 펌웨어 버전 정보 

12. System Update: Source HDD 의 ROOT 경로에 펌웨어 파일을 저장후에 

해당 업데이트 기능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c. <별매> 포터블 복제기 제품용 변환 젠더 호환 사용 가능  

- M.2(NGFF) SATA 변환젠더  

- Msata to SATA 변환젠더 

- CF to SATA 변환젠더 

- CFAST to SATA 변환젠더 

- EIDE to SATA 변환젠더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다른 플래시 미디어들도 용량만 복제조건에 맞는다면, 

         해당 변환젠더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저장매체에 복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  (원본)EIDE(총용량 500GB/데이터 100GB)   (대상)M.2(NGFF)( 총용량 12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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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 FAQ 자주 묻는 질문> 

● OS 가 설치되어 있는 HDD를 원본으로 놓고, CLONE을  동작하면 OS 까지 

모두 복제가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복제모드는 “System And Files “ 혹은 “Whole Media” 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System And Files 방식으로 복제시 데이터 영역만 복제하기에 좀 더 빠르게 복제가 가능하나, 

일부 지원되지 않는 파티션의 hdd 는 정상적인 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Whole Media “ 모드로 선택하여 진행하면,운영체제 OS 가 설치되어 있는 원본 HDD 그대로 

대상 HDD 에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HDD 를 통째로 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하드디스크 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 이유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용량표기는 1,000Byte 를 1Kbyte 로  

표기하는 반면에 운영체제 내에서는 1024Byte 를 1Kbyte 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실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운영체제 내에서 그 이하의  

용량으로 인식됩니다.(대략 7%정도 적게 표시됨) 

 

● MAC OS 도 복제되나요? 

☞ 네.. 맞습니다. MAC(매킨토시) OS 도 DATA  CLONE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 HDD 에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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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 SATA HDD 복제기&삭제기 제품보증서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SATA HDD Mini 

복제기&삭제기  
모 델 명 NEXT-DC103P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제조자 

(수입원)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주 의 사 항  

A.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E.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F.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 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 우편(택배),퀵을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 회사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