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브레인즈스퀘어㈜ 

 

2015-07-11 

 

 

Doc Ver. 3.4.1.177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2 

목 차 

1. 개요 .......................................................................................................................................................................................... 3 

1.1 제품 구성 ................................................................................................................................................................. 3 

1.2 용어집 ........................................................................................................................................................................ 3 

2.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 4 

2.1 설치 USB 구성 ...................................................................................................................................................... 4 

2.2 프로그램 설치 ........................................................................................................................................................ 4 

2.3 평가판을 정품으로 전환하기 ....................................................................................................................... 11 

2.4 프로그램 실행 ..................................................................................................................................................... 16 

2.5 정책 .......................................................................................................................................................................... 17 

2.6 로그 .......................................................................................................................................................................... 30 

2.7 설정 .......................................................................................................................................................................... 34 

2.8 정보 .......................................................................................................................................................................... 36 

3. 설치 USB의 관리 기능................................................................................................................................................. 37 

3.1 라이선스 관리 ..................................................................................................................................................... 37 

3.2 설치 USB 프로그램 업데이트 ..................................................................................................................... 38 

3.3 라이선스 업데이트 ............................................................................................................................................ 39 

4. 정책 내보내기/가져오기 .............................................................................................................................................. 42 

5.1 정책 내보내기 ..................................................................................................................................................... 42 

5.2 정책 가져오기 ..................................................................................................................................................... 44 

5. 프로그램 삭제 및 라이선스 회수 ........................................................................................................................... 47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3 

1. 개요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은 USB, CD, DVD 등과 같이 PC에 장착된 장치를 제어하며, 허가

된 USB 메모리만을 사용하도록 제어합니다.  

 

1.1 제품 구성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 설치용 USB 

장치제어가 필요한 PC에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 설치용 USB를 장착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1.2 용어집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입니다. 

PC :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설치 USB :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설치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 메모리를 의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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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2.1 설치 USB 구성 

 설치 USB를 PC에 장착하면 CD 영역과 이동식 디스크 영역이 표시됩니다.  

 

 

 CD 영역에는 SECUDRIVE Device Control 설치 프로그램과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

습니다. 

 

2.2 프로그램 설치 

 포트를 제어하고자 하는 PC에 설치 USB를 장착합니다. 

 설치 USB의 CD 영역에 있는 “SDDCUSBInstall.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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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SECUDRIVE Device Control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복원 지점 생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복원지점을 생성하면 프로그램 삭제 시 저장된 복원지점으로 

복구합니다. 복원지점을 생성하지 않으면 프로그램만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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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등록 화면에서 SECUDRIVE Device Control USB 장치가 PC에 접속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USB 장치를 접속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30일 평가판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30일 평가판으로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삭제

할 수 있으며, 평가판 사용 기간만료 후에는 프로그램이 자동 삭제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위치를 선택한 후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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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가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 초기 설정을 끝까지 완료해야 프로그램이 동작합니

다.  

 초기 설정을 완료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초기설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

다.  

 

 관리자 암호는 보안 정책을 변경하거나 로그를 확인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암호는 6자 이상 영문

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암호를 설정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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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제어 정책을 설정합니다. 

 

 

 PC에 접속된 USB 장치를 등록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USB 장치는 PC에서 접속을 해제해야 합니

다. 

 PC에 항상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치나 시스템 부팅 시 사용하는 USB 인증 장치가 있다면 이 화면

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장치는 PC와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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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허용 : 표시된 모든 장치를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두 차단 : 표시된 모든 장치를 PC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편집 : 선택된 장치에 대한 제어 방식을 편집합니다.  

 

 갱신 : PC에 접속된 장치 목록을 갱신합니다.  

 

 무선랜 접속을 허가할 AP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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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검색된 AP 목록을 갱신합니다.  

 추가 : 검색된 AP 목록에서 선택된 AP를 추가합니다.  

 삭제 : 등록된 AP 목록에서 선택된 AP를 삭제합니다.  

 제어 방식  

 모두 허용 : 모든 무선 AP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모두 차단 : 모든 무선 AP의 사용을 차단합니다.  

 등록된 것만 허용 : 등록된 AP로의 접속만 허용합니다.  

 등록된 것만 차단 : 등록된 AP로의 접속만 차단합니다.  

 

 최신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자동 알림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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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끝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트레이 아이콘으로 실행됩니

다.  

 

 

2.3 평가판을 정품으로 전환하기 

 프로그램 재설치 없이 Device Control BASIC 평가판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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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판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 Device Control BASIC USB 장치를 장착 합니다.  

 Device Control BASIC을 실행 한 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라이선스 설정 부분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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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인증이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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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재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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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재실행한 후 “정보” 화면에서 정품 인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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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로그램 실행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은 트레이 아이콘으로 표시됩니

다. 트레이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끝내기” 메뉴로 트레이에 실행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으나, 장치 제어는 계속 

동작합니다.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은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

다.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17 

 트레이 메뉴에서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또는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을 실행하면 암호 입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초기 설정 시 설정

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2.5 정책 

 PC의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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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설치 시 초기 설정에서 설정한 정책이 표시됩니다. 

 

 

[USB 장치 제어] 

 

 USB로 연결되는 장치에 대한 제어 방식을 설정합니다. 

 차단 또는 허용할 장치를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장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설정합니다.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19 

 

옵션 설명 

차단 미등록된 스토리지 장치는 모두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읽기 전용 미등록된 스토리지 장치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미등록된 스토리지 장치의 사용을 모두 허용합니다. 

 

 “기타 장치”는 USB 장치 제어 목록에서 설정하는 장치 이외의 장치에 대한 제어방식을 설정합니

다. 

  

 

 “등록된 장치 목록”에서 관리자가 USB 장치를 직접 등록합니다.  

 USB 장치를 등록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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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USB 장치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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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된 USB 장치 목록 : 등록하고자 하는 USB 장치를 PC에 장착하면 “접속된 USB 장치 목

록”에 표시됩니다.  

 이미 등록된 장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등록되지 않은 장치는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장치 목록 갱신 : PC에 장착된 USB 장치를 다시 검색합니다. 

 

  “접속된 USB 장치 목록” 화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USB 장치를 선택하면 해당 장치의 정보가 

“속성”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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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된 USB 장치 목록”에서 선택한 장치가 “스토리지 장치”인 경우 “장치 제어 방식”은 “허용”, 

“읽기 전용”, “차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속된 USB 장치 목록”에서 선택한 장치가 스토리지 장치가 아닌 경우 “장치 제어 방식”은 “허

용”, “차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속된 USB 장치 목록”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한 후 “장치 제어 방식”을 설정하고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23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장치 목록”에 장치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USB 장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장치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USB 장치의 “속성” 또는 “장치 제어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치를 선택한 후 “편

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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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장치에 대해 보안 정책 적용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USB 장치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한 후 “올리기” 또는 “내리기” 버튼으로 해당 장치를 이동하여 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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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VID=0x1000 장치가 3개의 서로 다른 USB 장치로 등록된 경우 장치가 연결되면 

번호가 가장 낮은 USB 장치로 인식합니다.   

 

[등록된 USB 장치 목록] 

① VID=0x1000, PID=0x1000, 제어 정책은 “차단”  

② VID=0x1000, 제어 정책은 “허용”  

③ VID=0x1000, PID=0x1000, SN=”12345678”, 제어 정책은 “읽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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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0x1000, PID=0x1000, SN=”12345678” 인 USB 메모리를 사용자 PC에 장착하면 가장  

번호가 낮은 ①번 정책이 적용되어 해당 USB 메모리는 차단됩니다.  

참고) USB 장치는 Vendor ID (VID), Product ID (PID), Serial Number를 이용하여 식별합니다. 

 

[포트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차단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포트를 선택하고 “차단” 또는 “허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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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ROM, Floppy, IEEE1394, HDD의 경우 “차단”, “읽기 전용”, “허용”을 설정합니다. 

 

 HDD 제어는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SATA, E-SATA 또는 IDE 

방식으로 추가되는 로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어합니다. 제어 방식은 차단, 읽기 전용, 

허용으 설정합니다.  

 

 USB 포트는 [USB 장치 제어]에서 설정한 보안 정책에 따라 제어 정책이 결정됩니다. 

 

[Wi-Fi 제어] 

 

 무선랜 접속을 허가할 AP를 등록합니다.  

 

 제어 방식 : 무선랜의 제어 방식을 선택합니다. 

 모두 허용 : 모든 무선 AP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모두 차단 : 모든 무선 AP의 사용을 차단합니다.  

 등록된 것만 허용 : 등록된 AP로의 접속만 허용합니다.  

 등록된 것만 차단 : 등록된 AP로의 접속만 차단합니다. 

 “가상 AP로 동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PC의 Wi-Fi가 AP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AP를 등록합니다.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28 

 

 갱신 : 검색된 AP 목록을 갱신합니다.  

 추가 : 검색된 AP 목록에서 선택된 AP를 등록된 AP 목록에 추가합니다.  

 삭제 : 등록된 AP 목록에서 선택된 AP를 삭제합니다.  

 

 [프로그램 삭제 정책]  

 삭제 허가 : 항목을 선택하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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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평가판으로 설치한 경우 “삭제 허가” 항목은 선택된 상태로 설치 되며, 이 항목의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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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로그 

 PC에서 수집된 USB 사용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를 확인하려는 날짜 범위를 설정하고 이벤트 항목을 선택한 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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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로그가 수집된 시간입니다. 

 프로세스 : 장치에 접근한 프로세스 이름입니다.  

 이벤트 : 작업한 내용입니다.  

 소스 폴더 : 작업이 이루어진 소스 폴더의 경로입니다.  

 소스 파일 : 작업이 이루어진 파일 이름입니다.  

 타겟 폴더 : 작업이 이루어진 타겟 폴더의 경로입니다.  

 타겟 파일 : 작업이 이루어진 타겟 파일 이름입니다. 

 로그 내용 :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의 로그 내용입니다.  

 Name : USB 장치 이름입니다.  

 Vendor ID :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 정보입니다.  

 Product ID :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 정보입니다. 

 Serial Number: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 정보입니다. 

 Class ID :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 정보입니다. 

 SubClass ID :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 정보입니다. 

 Protocol ID: 작업이 이루어진 장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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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관리의 로그는 PC에서 수집된 로그 중 중복된 로그는 제외하고 표시합니다. 하단에 있는 

“상세 로그 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PC에 수집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로그를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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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기된 CSV 로그 파일은 엑셀 프로그램 또는 텍스트 에디터 프로그램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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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수집된 로그를 모두 삭제합니다. 

 

 

2.7 설정 

 설정 메뉴에서는 암호 변경, 최대 로그 개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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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변경”에서 프로그램 실행 시 입력하는 암호를 변경합니다. 현재 암호화 변경하려는 새 암호

를 입력한 후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암호가 변경됩니다.  

 

 

 “최대 로그 개수 설정”에서는 최대로 저장 가능한 로그 개수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로그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로그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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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보 

 “정보” 화면에서는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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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USB 의 관리 기능 

3.1 라이선스 관리 

 설치 USB의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합니다. 

 설치 USB CD 영역의 “SDDCInfoView.exe”를 실행합니다.  

 

 사용한 라이선스 :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라이선스 개수입니다.  

 구입한 라이선스 : 구입한 총 라이선스 개수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정보는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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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치 USB 프로그램 업데이트 

 설치 USB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합니다. 

 설치 USB의 CD 영역 업데이트를 위한 ISO파일을 SECUDRIVE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USB의 CD 영역의 “SDDCISOUpdate.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 ” 버튼을 클릭하여 ISO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ISO 파일을 지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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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SB를 다시 장착한 후 사용합니다. 

 

 

3.3 라이선스 업데이트 

 라이선스를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 구입하여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설치 USB의 CD영역에 있는 “SDDCLicenseUpdate.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라이선스 업데이트 요청 

 “내보내기”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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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한 파일을 구입처에 전송합니다  

 

 라이선스 정보 업데이트 

 구입처로부터 토큰 정보 업데이트 파일을 수신합니다.  

 구입처로부터 받은 라이선스 업데이트 파일을 PC에 다운로드 한 후 CD 영역에 있는 

“SDDCLicenseUpdate.exe” 파일을 실행 후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구입처에서 받은 USB 라이선스 업데이트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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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라이선스는 “3.1 라이선스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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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내보내기/가져오기 

 설정된 정책을 내보내기한 후 다른 PC에서 가져오기 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내보내기/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매번 관리자 암호 및 정책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PC의 관리

자 암호 및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1 정책 내보내기 

 정책 내보내기 하여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설정한 관리자 암호와 정책을 저장합니다.  

 정책 내보기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PC에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자 암호 및 정책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정책 내보내기할 PC에 설치용 USB를 장착합니다.  

 CD영역의 SdcbDist.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책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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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용 USB를 장착한 PC에 설치한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에 설정한 관리자 암호를 입력

합니다.  

 

 PC에 설정한 관리자 암호 및 정책이 내보내기 됩니다.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44 

5.2 정책 가져오기 

 내보내기한 정책을 가져오기합니다.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이 설치 되고, 관리자 암호 및 정책 설정이 완료된 PC에서는 정책 

가져오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가져오기할 PC에 설치용 USB를 장착한 후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표시되는 초기 설정 위저드 화면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 설정 위저드

를 종료합니다.  

 

 PC에 장착한 설치용 USB의 CD영역에서 SdcbDist.exe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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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PC에서 내보내기한 정책이 표시됩니다. PC에 적용할 정책을 선택한 후 불러오기를 클릭합니

다.  

 

 정책에 설정된 관리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내보내기 시 설정한 관리자 암호를 분실한 경우 해당 

정책은 불러오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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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 Control BASIC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관리자 암호 입력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불러오기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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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삭제 및 라이선스 회수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에서 SECUDRIVE Device Control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경우 아래 절차 대로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라이선스를 회수하여 다른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삭제 정책의 “삭제 허가”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SECUDRIVE Device Control을 선택한 후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시

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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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화면에서 프로그램 제거를 시작하려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책 정보를 저장하고 프로그램 재 설치 시 설정된 정책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 하지 않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프로그램을 재설치 하는경우 “아니오”를 선

택합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 프로그램 재설치 후 초기 설정 시 저장된 정책 정보로 기본값이 설정됩

니다. 



SECUDRIVE Device Control Basic 사용설명서 

49 

 

 

 프로그램을 삭제 하고 라이선스를 회수 하여 새로운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회수 합니다.”를 선택하고, 이 PC에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회수하지 않습니

다”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선스를 회수 하기 위해서는 설치 USB가 PC에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제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PC를 재부팅 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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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를 회수한 경우 회수된 라이선스는 “SDDCInfoView.exe”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SDDCInfoView.exe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은 본 매뉴얼 “3.1 라이선스 관리”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