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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플러스 사용 설명서

버전 Version 1.0.3 최종 업데이트 2021.06.16

보안 플러스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 플러스는 USB 3.0 적용으로 속도는 빠르게, 편리함과 보안 기능이 플러스 된 제품입니다.
기존 자사의 설치 형태의 프로텍트 보안 프로그램과 달리 USB를 PC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별도 설치가 필요 없는 완제품 Hybrid(하이브리드) 보안 USB입니다.
이 문서는 프로텍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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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플러스 USB 기본 사양]
제품명 : 프로텍트 보안 플러스(Protect USB Plus)
규격 : USB 3.0
용량 : 32 GB

모델 : GALLERY-U-DRIVE 3.0
속도 : 읽기 평균 80MB/S, 쓰기 평균 17MB/S
색상 : 실버
전압 : 5V
타입 : 일체형 COB 타입(방수, 방진)
지원OS : Windows 7 이상, 8, 9, 10
재질 : Steel, Silicon 외
사이즈(mm) : 세로 33.15, 가로 12.14, 두께 4.7, 고리 20

※ 업데이트가 중단 된 일부 Windows 7 에서는 보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윈도우 보안 취약점 문제)

[알아두시면 유용한 TIP !]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

보안 플러스 USB는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보안 영역이 열리기 전에는 일반 영역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영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크기는 전체 USB 용량의 200MB ~ 500MB로 초기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기능을 통해 ‘보안 USB 를 다시 생성하는 방법’으로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새 보안 USB 만들기 16 ~ 20 pag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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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 PC의 USB 포트에 보안 USB를 연결합니다

PC 연결 시 자동 실행을 인식합니다.
‘폴더를 열어 파일 보기’를 선택합니다.

2) 일부 PC에서는 자동으로 탐색기가 열립니다.

보안 플러스 사용을 위해서는 최초 제품 키 등록 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및 보안 관리를 위한 최초 제품 키 등록 절차이며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제품 등록 시 PC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1) 패키지에 동봉된 제품 키 카드를 준비합니다.

3) 탐색기의 ‘보안USB열기.exe’ 실행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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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등록

2. 제품 등록하기
보안 플러스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 키 등록 이 필요합니다.
보안 관리를 위한 최초 한 번 제품 키 등록 절차이며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PC 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1) 제품 키 준비
제품 키는 보안 플러스 제품 패키지 안의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공장 출고 번호

프로텍트 보안 플러스 제품 키

② 제품 키

보안 플러스 제품 인증 및 보안 관리 기능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③ 제품 형식

제품 키를 보관해주세요. 본 제품은 개별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④ USB 식별번호

① P10503114038889

ABCD-1234-EFGH-5678
③

12NN

④

②

0503889002

2) 제품 키 입력

제품 키 카드 뒷면의 16자리 문자와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4개씩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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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등록

3) 사용 비밀번호 등록
보안 USB에 연결하실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 분실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찾으실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10회 오류에 주의하세요 – 잠긴 USB는 재사용 가능하지만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해요!
프로텍트의 보안 플러스는 비밀번호가 10회 이상 틀리게 되면 분실 폐기와 같이 더 이상 해당 USB를 사용 할 수 없음에 주의하세요.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USB는 일반 USB가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한 강력한 보안 USB입니다.
[사용자 비밀번호 분실 사례]
Q : 사용자가 비밀번호 10회 오류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보안 관리자는 초기화가 가능할까?
A : 10회 이전에는 가능하지만 10회 오류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보안 관리자가 비밀번호 10회 오류를 풀 수 있다는 건 보안상의
취약점이 되어버립니다. 10회 오류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이며, 보안 관리자는 사용자 주의를 요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관리 메뉴에서 분실 폐기 후 보안 관리 프로그램(16 Page )을 통하여 보안 USB를 재 생성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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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USB 연결하기

3. 보안 USB 연결하기
1) PC에 보안 USB를 연결합니다.
2) 탐색기에서 USB 드라이브 안의 ‘보안USB열기’를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3) 보안 USB에 설정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비밀번호 인증이 완료 되면 보안 영역이 열리게 되며 탐색기 처럼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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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USB 연결 해제

4. 보안 USB 연결 해제
1) ‘연결 해제 ‘버튼 또는 오른쪽 상단의 ‘닫기(X)’ 버튼을 클릭하여 안전하게 보안 USB 사용을 중단하세요.

2) USB를 안전하게 PC에서 분리하는 방법

탐색기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꺼내기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트레이에서 USB를 선택하고 꺼내기를 클릭합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한 TIP !] USB 연결 해제와 고스트 현상
프로텍트 보안 USB는 사용 중 USB를 연결 해제하여도 오작동 및 오류를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윈도우 운영체제는 고스트 현상(제거해 버린 USB 드라이브를 갱신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보안 USB를 종료하시고 ‘Flash Drive 꺼내기’ 를 이용하여 USB를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재 부팅을 통해서 증세 개선이 가능합니다. 증세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윈도우 업데이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프로텍트 보안 USB와 관련 없는 윈도우의 버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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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관리 시작하기
보안 USB의 대중화를 위해 태어난, 프로텍트의 강력한 보안 관리 기능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타사의 어떤 보안 USB도 제공하지 못하는 USB 교체, 분실 폐기 처리, 지정 PC 사용 기능 등의
보안 관리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 관리 기능 사용 전 체크 사항 -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나요?
프로텍트의 보안 플러스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제품 등록 이후)
그러나, 보안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 되어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PC에 보안 USB를 연결 하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2) 비밀번호 입력 창 오른쪽 하단의 보안 관리를 클릭합니다.

3) 보안 관리 기능의 접근을 위해 제품 키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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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 관리 시작하기

4) 제품 키가 확인 되면 보안 관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보안 관리 메뉴]
① 보안 USB 연결 : 보안 USB에 연결합니다. (PC에 보안 USB를 연결 했을 때와 동일한 기능 입니다)
② 보안 USB 생성 : 보안 USB를 새로 만듭니다(보안 USB가 이미 만들어 경우에는 버튼이 비활성화로 표시됩니다)
③ 사용 설정 변경 : 보안 USB 레이블 변경,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초기화, 지정 PC 기능의 사용 설정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④ 일반 USB로 전환 : 현재 연결된 보안 USB의 보안 기능을 모두 제거하고 일반 USB로 변경합니다.
(분실 폐기 처리된 USB는 일반 USB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⑤ USB 분실 · 폐기 : 분실 하였거나 더 이상 USB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분실 폐기된 USB를 재사용하는 방법은 54page를 참고하세요)
⑥ 나가기 : 보안 관리를 종료합니다.
⑦ 공지사항 : 프로텍트의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⑧ 고객센터 : 프로텍트 고객센터에 문의 상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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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설정 변경
[보안 USB 연결 필수] 이 기능은 PC에 보안 USB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 설정 변경 메뉴에서는 보안 USB 레이블 변경,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초기화, 지정 PC 기능의
보안 USB 설정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보안 USB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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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USB 정보를 변경하고 ‘변경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보안 USB가 사용될 PC를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하신 후 ‘변경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PC지정 기능의 해제는 지정 하셨던 PC에서만 가능하오니 유의 해주세요!
프로텍트의 보안 플러스는 지정된 PC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PC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으나 여러 PC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해제는 꼭 지정 했던 PC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일부 옵션 상품의 경우 PC 3대까지 지정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이때 지정 해제(초기화)는 보안 관리자를 통하여
해제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안 USB를 사용해야 하는 보안 관리자를 위한 상품도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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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USB를 일반 USB로 전환

7. 보안 USB를 일반 USB로 전환
[보안 USB 연결 필수] 이 기능은 PC에 보안 USB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안 관리 기능 중 ‘일반 USB로 전환’ 기능은 말 그대로 USB를 보안이 적용 상태가 아닌 USB를 초기화 시키는 기능입니다.
보안이 적용 된 USB는 포멧을 할 경우 일반 영역만 포멧이 되며 보안 영역은 숨겨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USB로 바꾸시려면 반드시 ‘일반 USB로 전환’ 기능으로 만 가능합니다.
1) 보안 관리 메뉴에서 ‘일반 USB로 전환’ 메뉴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삭제 주의] 일반 USB 전환 시 보안 USB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 초기화 됩니다

2) ‘일반 USB로 전환’ 을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 클릭 시 변환이 시작되며 변환이 완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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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실·폐기처리
1) 보안 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경우(PC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

[USB 폐기처리 및 데이터 삭제 주의] 분실 폐기 처리시 보안 USB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분실하셨거나 사용 중인 보안 USB를 버리고자(폐기) 할 때만 활용하세요!

분실 폐기 처리는 보안 USB를 잃어버리거나, 비밀번호 노출 또는 도용, 파손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USB로 새로운 보안 USB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분실 폐기된 보안 USB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보안 관리 메뉴에서 분실 폐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현재 생성 된 보안 USB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분실· 폐기 버튼 클릭하면 폐기 처리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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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실·폐기처리

8. 분실·폐기처리
2) 보안 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보안 USB도 없고 보안 관리 프로그램도 없는 경우 분실 · 폐기 방법
프로텍트의 보안 플러스의 관리 기능은 보안 USB 안에 포함 되어 있지만 분실 또는 도난,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프로텍트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 키가 필요하므로 제품 키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텍트의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protect.co.kr/download)또는
보안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protect.co.kr/uploads/download/SetupProtectUSBPlus.exe)

1) 설치가 완료 되면 바탕화면의 프로텍트 USB 플러스를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2) 보안 관리를 위한 제품 키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인증을 마치고 나면 보안 관리 메뉴에서 ‘USB 분실·폐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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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실·폐기처리

4) 현재 생성 된 보안 USB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분실· 폐기 버튼 클릭하면 폐기 처리가 완료 됩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한 TIP !] 분실 · 폐기된 USB를 재사용하는 방법

프로텍트 보안 USB는 다중의 보안적용으로 인해 일반 포멧만으로는 USB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포멧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영역만 포멧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관리의 디스크 관리를 통해 볼륨 삭제와 파티션 그리고
포멧을 거쳐서 USB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데이터가 복구 되지는 않으니
항상 분실 · 폐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분실 · 폐기된 USB를 재사용하는 방법 23 Pag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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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 보안 USB 만들기
현재 등록된 제품 키에 보안 USB가 없을 경우에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이며, 첫 번째는 일반 USB로 전환 하였거나, 두 번째 분실 · 폐기 하였을 경우입니다.

1) 현재 생성 된(관리 중인) 보안 USB가 없을 경우 버튼 활성화(생성 가능)

2) 현재 생성 된(관리 중인) 보안 USB가 있을 경우 버튼 비활성화(생성 불가능)
‘일반 USB로 전환’ 또는 ‘USB 분실 · 폐기’ 를 하였을 경우 새 보안 USB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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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USB로 전환 후 새 보안 USB를 만들 경우
보안 USB가 연결 된 상태에서 일반 USB로 전환 하였기 때문에 현재 연결 된 USB를 탐색기에서
열어보면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1) 보안관리실행.exe를 실행하고 제품 키 인증을 완료하면 보안 관리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보안 관리 메뉴에서 새 보안 USB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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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에서 USB를 선택하고 보안 USB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분실 · 폐기된 USB는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생성 하시기 바랍니다(21 page 참고)

4) 보안 USB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설정 완료 후 보안USB가 생성이 되면
사용공간 설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6) 보안 USB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보안 USB 생성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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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 보안 USB 만들기

2)분실·폐기 후 새 보안 USB를 만들 경우
분실 · 폐기 이후 새 보안 USB를 만드는 방법
프로텍트의 보안 플러스의 관리 기능은 보안 USB 안에 포함 되어 있지만 분실 또는 도난,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프로텍트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 키가 필요하므로 제품 키를 준비해주시고 새로 만들 USB를 준비 해주세요.
(USB 2.0, 최소 4GB 이상의 USB 메모리 필요)

프로텍트의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protect.co.kr/download)또는
보안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protect.co.kr/uploads/download/SetupProtectUSBPlus.exe)

1) 설치가 완료 되면 바탕화면의 프로텍트 USB 플러스를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2) 보안 관리를 위한 제품 키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인증을 마치고 나면 보안 관리 메뉴에서 ‘보안 USB 생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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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록에서 USB를 선택하고 보안 USB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한 경우에만
연결된 모든 USB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보안 USB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 영역과 보안 영역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설정 완료 후 보안USB가 생성이 되면
사용공간 설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7) 보안 USB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보안 USB 생성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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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안 관리 프로그램 설치 안내

10. 보안 관리 프로그램 설치 안내
보안 관리 프로그램은 일반 USB 전환,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보안 USB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 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일반적인 보안 플러스 사용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텍트의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protect.co.kr/download)또는
보안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 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protect.co.kr/uploads/download/SetupProtectUSBPlus.exe)

다운 받은 프로그램 실행 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스크린에서 차단을 할 경우가 있으나
프로텍트의 모든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 인증서로 서명된 안전한 프로그램이므로 안심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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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 처리된 USB 재사용하는 방법

11. 폐기 처리된 USB 재사용하는 방법
[데이터 삭제 주의] USB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 초기화 됩니다
프로텍트 보안 USB는 다중의 보안적용으로 인해 일반 포멧만으로는 USB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포멧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영역만
포멧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관리의 디스크 관리를 통해 볼륨 삭제와 파티션 그리고 포멧을 통해 USB를 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관리’ 실행 또는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관리’ 선택하기

2) 컴퓨터 관리에서 저장소 > 디스크 관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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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 처리된 USB 재사용하는 방법

3) 이동식 디스크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위 예제 화면은 16 GB 의 USB에 5.08 GB의 일반 영역과 할당되지 않은 9.77 GB(보안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이동식 디스크 정상(주 파티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볼륨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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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 처리된 USB 재사용하는 방법

5) 모든 데이터가 삭제 되므로 재사용하려는 USB 이동식 드라이브가 맞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6) 할당 되지 않은 이동식 디스크 영역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단순 볼륨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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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 처리된 USB 재사용하는 방법

7)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가 시작 됩니다. 기본 옵션으로 단순 볼륨 만들기를 완료하세요.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보안 영역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USB가 만들어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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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시 주의사항

12. 사용시 주의사항

1. Windows7 이상의 PC에서만 동작
프로텍트 USB는 Windows OS 전용이며 Windows7 이상의 PC에서만 동작합니다.
또한, 윈도우 7 PC의 경우 업데이트(SHA-1 윈도우 무력화 보안 취약점 원인)가 안된 PC에서는
사용 오류가 발생하므로 윈도우 7 PC에서 프로텍트 보안 USB 사용시 꼭 보안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bit 기반 Windows 7용 보안 업데이트(KB3033929)
64bit 기반 Windows 7용 보안 업데이트(KB3033929)
Mac OS, 맥윈도우, TV, 스마트폰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TV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재생을 위해서는, 노트북 또는 PC 화면 출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USB는 영구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USB는 영구저장장치가 아니므로 대용량의 USB 활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USB는 충격,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의 보관은 USB의 파손과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3. 외장 하드디스크 보안 USB 생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Flash Drive USB Device라고 인식하는 USB만 가능합니다.
Hard Disk, SSD, External Disk Device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용량의 USB를 사용하실 경우 가급적 USB 3.0 이상의 USB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하실 PC 환경을 꼭 확인하세요
폐쇄된 특정 공간에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보안 관리자의 환경 테스트 후 구매하세요
쓰기 금지된 PC에서는 동작하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 실행을 못하게 PC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우 보안 관리자는 어떤 매체제어가 동작하고 있는지 어떤 내부 보안 관리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테스트 해주세요.
5. 보안 관리 기능 사용시 온라인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보안 관리 기능(분실·폐기, USB 변경, 설정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보안 USB를 변경하실 때는 최소 4GB이상의 USB만 사용 가능합니다.

6. 사용 후 USB를 PC에서 분리 시 주의해주세요.
보안 USB안의 파일을 열어 놓은 프로그램은 모두 종료해주세요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동안에는 USB를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시고 ‘USB 꺼내기’를 통해 PC와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7. 사용자 데이터를 복구 해 드릴 수 없으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중요 데이터는 별도 보관 및 항상 백업 하시길 바랍니다. 보안이 강력한 만큼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없어지면 안되는 자료 보다는 노출이 되면 안되는 자료를 보안영역에 넣어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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