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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요구사항

● 1GHz Processor / 512MB RAM

● 200MB 의 HDD 여유공간

● CD-ROM Drive

● Internet Explorer 6.0 또는 Mozilla Firefox 1.0 이상

● 3.5인치 SATA  HDD Drive

● Windows XP SP2 또는 Windows 2000 SP6 이상

■ 제품 구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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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323  LED 설명

앞면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며, 켜진 상태에서 길게(약 10초)정도 누르고 있으면

DNS-323이 전원이 OFF 상태로 됩니다.

HDD LED

HD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표시 합니다.

LAN 연결 상태 LED

DNS-323과 연결된 장비와의 연결 상태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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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전원 단자

12V, 3A / 5V, 3A 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LAN Port

10/100/1000M Ethernet 을 지원합니다.

USB Port

USB 프린터와 연결을 하여, 프린터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Port 입니다.

HDD 탈착 레버

하드를 DNS-323과 분리 시 사용하는 레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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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323 하드웨어 설치하기

1. 전면 부를 위로 올려 앞 덮개를 엽니다.

2. HDD를 DNS-323 Bay에

삽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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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덮개를 닫습니다.

4. 랜선을 허브 또는 공유기의

Ethernet Port 와 DNS-323의

LAN Port와 연결 합니다.

5. 동봉된 전원을 이용하여 전원 아답터

연결 후 전면 부에 있는 D-Link 스위치를

켭니다.



RAID 0 (스트라이핑/분산저장)
데이터를 분할.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분할저장 저장속도 향상 및 읽기속도 향상.

RAID 1 (미러링/복사저장)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 저장.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하드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가 남아있음.

JBOD (단일 디스크)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한 개처럼 사용.

스텐다드 (개별 디스크)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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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323 설정하기

최소 DNS-323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설정을 하셔야 하며, 설정 시 HDD disk를

Format 하게 되어있습니다.  DNS-323은 4가지의 옵션을 제공하며, Standard, JBOD,

RAID 0 , RAID 1 입니다.

2. Network Storage Device에

DNS-323이 검색되면 Receive 
DHCP를 Disable를 선택 후 LAN란
의 IP를 해당 대역에 맞게 입력 한
후 Apply를 선택 합니다.      

1. 제품 안에 동봉된 CD를 CD-
ROM에 삽입하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Easy Search 
Utility를 선택합니다.

• 상단에 DHCP서버가 없는 경우

DNS-323의 기본IP는 192.168.0.32

입니다. PC에 해당대역에 맞게

IP주소와 Subnet Mask 를 입력

하시고, IP변경 후 다시 PC의 IP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변경 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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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된 DNS-323을 선택 후

Configuration을 클릭 하시면

WEP 상태 설정화면이 나타납니
다.

4. 로그인 창이 나오면, 

User Name : admin

Password : (공란)

으로 한 후 Config를 클릭합니다.

•상황에 따라 로그인 창이 나타나
지 않을 경우가 있으며 잘못된 상
황은 아니니 다음 설정으로 넘어
가시면 됩니다.

5. DNS-323에 연결한 HDD의 Type을

결정 후 Next 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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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DD의 포맷 방식을 결정 후 Next를

클릭 합니다.

6.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확인을 클릭 합니다.

8. HDD 포맷이 진행되며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9. HDD 포맷이 완료 되면, 

포맷이 완료되었다고 화면에 나타나
며 이 때 Close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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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왼쪽과 같은 메시지 창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설정 저장을 위해 DNS-323이

자동으로 재 부팅 됩니다.

11. 재 부팅이 완료 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나며, 이때

User Name : admin

Password : 공란

Config 를 클릭 하면, DNS-323의

기본 설정이 완료 됩니다.

*FTP, 아이튠즈(Itune) 등등의 세부설정 방
법은

동봉된 CD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11

1. CD에 있는 Easy Search Utility 를 실행 후

Language를 클릭 합니다.

2. Korean Hangul을 선택 후 OK를 선택

합니다.

3. 재부팅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한글

사용이 가능합니다.

DNS-323에서 한글 인식 방법

* 내부네트워크 상태나, FTP상에서 한글을 인식

시키기 위해서는 꼭 위의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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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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