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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구 성 /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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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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LED 설명

앞면

전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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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343이 전원이 OFF 상태로 됩니다.

상태 LCD

DNS-343의 전반적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Next 버튼

DNS-343의 다음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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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전원 포트

12V, 3A / 5V, 3A 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LAN Port

10/100/1000M Ethernet 을 지원합니다.

USB Port

USB 프린터 서버 또는 UPS 모니터링을 위한 USB 포트 입니다.

HDD 탈착 레버

하드를 DNS-343과 분리 시 사용하는 레버 입니다.

리셋 버튼

DNS-343을 공장도 초기화 시킬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약 15초간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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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343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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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343 하드웨어 설치하기

1. 전면 부를 위로 올려 앞 덮개를 엽니다.

2. HDD를 DNS-343 Bay에

삽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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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덮개를 닫습니다.

4. 랜선을 허브 또는 공유기의

Ethernet Port 와 DNS-343의

LAN Port와 연결 합니다.

5. 동봉된 전원을 이용하여 전원 아답터

연결 후 전면 부에 있는 D-Link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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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343 설정하기

최소 DNS-343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설정을 하셔야 하며, 설정 시 HDD disk를

Format 하게 되어있습니다.  DNS-343은 4가지의 기본 설정을 제공하며(Standard, JBOD,

RAID 1 , RAID 5), 3가지의 custom 설정(RAID 0/JBOD, RAID 1/JBOD, RAID 5/JBOD)이

가능합니다.

2. Network Storage Device에

DNS-34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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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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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 검색된 DNS-343을 선택 후

Configuration을 클릭 하시면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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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에 연결한 HDD의 Type을

결정 후 Next 를 클릭 합니다.

■ DNS-343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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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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며 이 때 Restart를 클릭

합니다.

■ DNS-343 설정하기

10. 해당 경고문이 나면 확인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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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NS-343이 재부팅 중이며 해당

초가 다 될때까지 기다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12. 로그인 창에

User Name : admin

Password : 공란

Configuration 를 클릭 하면,

DNS-343의 기본 설정이 완료 됩니다.

■ DNS-343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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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D (단일 디스크)

두 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한 개처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스텐다드 (개별 디스크)

하드디스크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 합니다.

■ DNS-343 HDD 모드 설명

RAID 0 (스트라이핑/분산저장)

데이터를 분할.

HDD의 겟수만큼 하드디스크에 분할저장 저장속도 향상 및 읽기속도가 향상 됩니다.

단, HDD가 1개라도 망가지게 되면 나머지 데이터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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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5

3개 이상의 HDD를 스트라이프로 묶어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고, 이들 데이터로 부터 뽑아낸 중복정보를

나누어 저장 합니다. 1개의 HDD가 망가져도 나머지 HDD에 기록된 중복정보를 이용해 망가진 HDD의

정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 DNS-343 HDD 모드 설명

RAID 1 (미러링/복사저장)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 저장.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하드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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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설 명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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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Wizard

1. Run Wizard 클릭을 통해 자동으로 마법사를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마법사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체적인 설치 진행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Next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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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NS-343 펌웨어 접속시 관리자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곳 입니다.

New Password와 Confirm Password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입력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밀번호 입력없이 Next를 누르시면 접속 비밀번호 없이 설정 됩니다

4. 시간을 선택하는 곳 입니다.

한국 시간은 GMT +9:00 를 선택 후 Nex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SETUP/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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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 할당 방식을 지정하는 곳 입니다. 고정 IP를 사용하는 경우 Static IP를 선택하시면

되고, 유동 IP를 사용하시는 경우 DHCP Clien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정IP(Static IP)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내부에서 사용중인 작업그룹과 DNS-343의 이름을 지정하는 곳 입니다.

환경에 맞게 입력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 SETUP/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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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며 Restart 버튼을 클릭하여 DNS-343을 재부팅 하면 설정이

완료 됩니다.

* Restart 클릭 후 DNS-343이 재 부팅 될 동안 잠시 기다리시면 처음 로그인 창으로 돌아갑니다.

■ SETUP/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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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LAN Setup

1. LAN SETTINGS

(1) Link Speed 에는 지금 사용하는 LAN이 100Mbps 인지 1000Mbps인지 정하는 곳 입니다.

* Auto를 권장 드림니다. 변경시에는 꼭 Apply를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DHCP Client : DNS-343이 IP를 자동으로 받게 할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 DHCP Client 선택시 내부에 DHCP 서버가 있어야 IP를 정상적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따로 DHCP서버가 없을 경우 Static IP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Static IP : 고정IP 망 또는 유동IP 망이라고 할지라도, 고정으로 사용해도 되는 환경일 경우

선택 후 할당된 고정IP 를 아래의 공란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4) 입력완료 후 Save Settings를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2. JUMBO FRAME SETTINGS

Enable 하고, MTU를 올리면 FTP 업로드 속도는 떨어지고 다운로드 속도는 증가합니다.

* 기가비트 환경에서 동작하며, 기가비트 허브나 랜카드가 점보프레임을 지원하여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실경우 기본값인 Disable로 설정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Status : 점보프레임을 Enable(활성화), Disable(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2) MTU : 데이터의 최대 패킷량을 설정하는 곳이며, 900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3) 설정이 완료 후 MTU오른쪽에 위치한 Apply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DNS-343의 IP/LAN포트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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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Time and Date

1. TIME ZONE SETTINGS : GMT를 설정하는 곳 입니다. GMT +09:00 으로 설정 합니다.

2. NTP SERVER : 네트워크 타임 서버(Network Time Server)에서 보내주는 시간정보를

이용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GMT +09:00)로 설정합니다.

(1) NTP Server : 사용자가 선호하는 NTP 서버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ntp1.dlink.com / ntp.dlink.com.tw : 디링크에서 운영하는 NTP 서버입니다.

3. FROM MY COMPUTER : 관리자로 로그인한 PC의 시간으로 맞춥니다.

4. SET THE DATE AND TIME MANUALLY :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조정합니다.

* 각각 항목을 설정시 꼭 Set Time 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DNS-343의 시간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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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Device

작업그룹 및 장치이름을 정할 수 있는 곳 입니다.

1. DEVICE SETTINGS

(1) Workgroup : 작업그룹을 설정 할 수 있는 란 입니다.

(2) Name : 내부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이름을 지정하는란 입니다.

(3) Description : 내부 네트워크의 이름 옆에 DNS-343의 설명을 지정하는 란입니다.

(4) 모든 설정이 끝나시면 맨 윗쪽 Save Settings을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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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설 명
(ADVANCED)



24

DNS-343 에 장착된 HDD를 포맷하거나 HDD 의 타입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Set RAID Type and Re-Format] 버튼을 누르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드디스크를 1개 장착시 Standard 모드로만 사용가능하며,

2개 장착시 JBOD, RAID 1,  3개 이상은 RAID 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Custom Configuration 을 선택 하면 RAID 0/JBOD, RAID 1/JBOD,

RAID 5/JBOD 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Next] 버튼을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경고 메세지와 함께

[확인]버튼이 나타납니다.

RAID 타입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DNS-343 의 데이터를 백업하신 후 실행하셔야

합니다.

■ ADVANCED /  RAID

(Basic configuration 선택시) (Custom configuration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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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Users/Groups

1. USER AND GROUP CREATION (User 선택시)

(1) User Name : 접속 ID 를 입력 하는 란 입니다.

(2) Password/Confirm Password : 해당 ID에 비밀번호를 입력 하는 란 입니다.

2. USER AND GROUP CREATION (Group 선택시)

(1) Add New Group : USER ID를 그룹으로 설정시 그룹 이름을 생성하는 곳 입니다.

FTP 및 내부 네트워크 접속시 ID/Group 를 생성, 수정/삭제를 하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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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USER/GROUPS

4. USER LIST : USER AND GROUP CREATION 에서 USER ID를 생성한 List 를

확인/삭제 또는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3. GROUP SETTINGS : 생성한 ID/Group을 관리 하는 곳 입니다.

(1) Select Group 

- USER AND GROUP CREATION 에서 생성한 Group 을 선택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2) List of all users 

- USER AND GROUP CREATION 에서 생성한 ID를 볼 수 있는 목록 입니다.

(3) Users in group : Select Group USER AND GROUP CREATION 에서 생성한 Group을

선택하여 List of all users 에 등록된 ID를 Add/Remove 를 클릭하여 해당 Group에 추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5. GROUPS LIST : USER AND GROUP CREATION 에서 USER ID를 생성한 List 를

확인 또는 삭제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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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Quotas

1. USER QUOTA SETTINGS

- User에 대한 용량을 Edit를 선택 하여 제한을 설정 할 수가 있고, User 에 대한

사용량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2 . GROUP QUOTA SETTINGS

- Group에 대한 용량을 Edit를 선택 하여 제한을 설정 할 수가 있고, Group 에 대한

사용량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3. QUOTA STATUS : 용량 제한을 해제 또는 실행/상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인 unlimited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따로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Group 및 개개인의 ID에 HDD 최대 용량을 제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기본값은 unlimited 로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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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Network Access

내부 네트워크에서 User/Group에게 폴더 권환 설정을 관리 하는 곳 입니다.

- 기본값은 All 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따로 User/Group를 설정하지 않아도 누구나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이언트(PC) 들이 접근 할 수 있습니다.

1. NETWORK ACCESS SETTINGS

- 내부 네트워크 접근시 User/Group 권한 설정을 하는 란 입니다.

* 하나의 User ID 또는 Group에 2가지의 권한 설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1) Category : User/Group 를 선택 합니다.

(2) User(또는 Group을 선택시 Group) : User/Group 계정을 선택 합니다.

- All accounts : User/Group 를 따로 구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곳 입니다.

(3) Folder : Browse 를 클릭 하여 DNS-343의 폴더를 선택 합니다.

- 폴더는 계정 만들때에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직접 내부네트워크로 접속하여 폴더를 생성 후

선택 하셔야 합니다.

(4) Permission : Read Only(읽기), R/W(읽고/쓰기) 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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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locks : 클라이언트 파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 주고, 만일 변경이 된다면 변경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통보를 해서 변경해도 되는 지에 대해 알려 주는 기능입니다.

oplocks은 네트워크 파일 공유에 대해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주므로, 네트워크 공유의 성능을 올릴려면

No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6) Map archive : Yes 상태가 되면 DNS-343에 있는 저장된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간혹 백업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백업을 위해 사용 됩니다.

따로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No로 설정을 권장 드림니다.

(7) Comment : 해당 권한 설정에 대한 설명을 입력 할 수가 있습니다.(따로 입력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8) 설정한 권한을 추가 할려면 Save settings 를 클릭 하여 저장 후 NETWORK ACCESS LIST 란에

등록이 되는지 확인 합니다.

2. NETWORK ACCESS LIST : 

- User/Group 에 대한 폴더 권한 설정을 확인, 삭제/수정을 할 수가 있는 란 입니다.

■ ADVANCED / Network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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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방법(윈도우 XP/비스타 동일)

1. 시작 -> 실행 을 하여, DNS-343의 IP주소를 입력 합니다.

(IP주소 앞에 꼭 \\IP주소 식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네트워크 드라이브 맵핑할 폴더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선택 합니다

3. 아래의 그림처럼 "다른 사용자 이름"을 클릭 합니다.

* 폴더에 따로 권한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마침을 클릭 하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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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계정 창이 나타나면, 해당 폴더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고, 마침을

클릭 합니다.

5. 이제 탐색기를 띄우시면 아래의 그림처럼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생성이 되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내부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방법(윈도우 XP/비스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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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FTP Server
Group 및 개개인의 ID에게 권한을 부여/FTP관련하여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FTP ACCOUNT SETTINGS 

(1) Category : User/Group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User(Group 을 선택했을 경우 Group) : User/Group에 등록한 계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All accounts : User/Group 를 전체 선택 옵션 입니다.

(3) Folder : Browse 를 클릭하여 해당 User/Group에 대한 폴더를 지정합니다.

- root로 선택시 DNS-343의 최상위 폴더가 지정이 되며, 이때에는 Permission이 R/W로

되어 있어도 읽기만 가능하고(다운로드), 삭제/수정은 불가능 하게 됩니다.

(root설정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4) Permission : 해당 계정에 대한 폴더 권한을 Read Only(읽기 전용), R/W(읽기,쓰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5) 설정이 완료가 되면 Permission 오른쪽에 있는 Add를 클릭하여 저장 후, FTP SERVER LIST에

설정이 등록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설정 후 꼭 확인해 주세요)

2. FTP SERVER SETTINGS : FTP Server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1) Max User : 동시 최대 접속자 수를 설정합니다.(최대 10명)

(2) Idle Time : PC가 DNS-343으로 FTP 접속 하여 업/다운로드를 완료 후, 접속한 PC가 대기시

DNS-343이 해당 PC에 대해 접속을 유지해주는 시간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3) Port : FTP의 접속 포트를 지정하는 곳 입니다.(기본값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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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ow Control : FTP Server의 전송값을 설정해 주는 곳 입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unlimited 를 권장 드림니다.

(5) Client Language : FTP 언어를 선택 하는 곳 입니다.

- Client Language가 Korean 으로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한글 깨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6) 설정을 변경 하였다면 Apply를 클릭하여 FTP Server 설정을 저장 합니다.

3. FTP ACCESS LIST : FTP 권한 설정을 확인,수정/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FTP SERVER STATUS : FTP Server의 설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op FTP Server를 클릭 하면 FTP서버가 중지가 됩니다. 

- FTP SERVER STATUS의 Status가 Stop 상태가 되면, Stop FTP Server 가 Start FTP Server로

변경이 되며, 클릭을 하면 FTP Server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 ADVANCED / FT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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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UPnP AV Server

DNS-343 내의 비디오/오디오 파일을 UPnP AV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주는 곳 입니다.

1. UPnP AV SERVER SETTINGS

(1) UPnP AV Server : Enable(활성화), Disable(비활성화) 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Folder : root(최상의 디렉토리, 권장 안함) 또는 Browse를 선택하여 UPnP AV Player와 통신 하는

폴더를 지정합니다.

(3) Auto Refresh : UPnP AV Player와 파일 갱신 시간을 지정 합니다.

(4)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Save Setting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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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iTunes Server

DNS-343 내의 오디오 파일을 iTunes Player를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의 PC들이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주는 곳 입니다.

1. iTunes SERVER SETTINGS

(1) iTunes Server : Enable(활성화), Disable(비활성화) 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Folder : root(최상의 디렉토리, 권장 안함) 또는 Browse를 선택하여 iTunes Player와 통신 하는

폴더를 지정합니다.

(3) Password : iTunes Player가 DNS-343에 접속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따로 설정을 안하면, 내부 네트워크의 모든 PC들이 비밀번호 없이 iTunes Player를 설치하여

DNS-343과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4) Auto Refresh : iTunes Player와 파일 갱신 시간을 지정 합니다.

(5)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Save Setting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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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 Player 와 DNS-343 연동하기
1. iTunes SERVER SETTINGS에서 설정을 완료 합니다.

2. iTunes Player를 Apple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설치를 합니다.

http://www.apple.com/kr 로 접속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설치 완료 후 iTunes를 실행 합니다.

4. 왼쪽 공유란에 DNS-343 이 나타나면 클릭을 합니다.

5. DNS-343의 iTunes Server 설정시 암호를 설정 하였다면 아래의 창이 나타나게 되며

설정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하면, DNS-343의 음악파일을 바로 재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암호설정을 안했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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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DHCP Server

PC가 자동으로 IP를 받을 수 있게 생성 하는 곳 입니다.

1. DHCP SERVER

(1) DHCP Server : Enable(활성화), Disable(비활성화) 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Starting IP Address : DHCP의 시작 IP를 입력 합니다.

(3) Ending IP Address : DHCP의 끝나는 IP를 입력 합니다.

(4) Lease Time : IP부여시 갱신되는 시간을 선택 합니다.

2. DHCP CLIENT LIST : DNS-343을 통하여 PC의 IP 할당목록을 보여주는 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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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 LLTD

윈도우 비스타에만 적용이 되며, 윈도우 비스타의 네트워크 맵에 등록 시킬때 사용합니다.

1. LLTD

(1) LLTD : Enable(활성화), Disable(비활성화) 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확인은 제어판 -> 클레식 보기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 전체 맵 보기를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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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설 명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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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343 관리자 로그인을 위한 User Name(관리자ID)의 Password(비밀번호)를

설정 하는 곳 입니다.

1. ADMINISTRATOR

(1) User Name : 관리자 접속 ID 입니다. 기본값은 admin(소문자) 입니다.

(2) Password : 관리자 비밀번호입니다. 기본값은 없습니다.

(3) New Password : 변경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Confirm Password : 확인을 위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5) 설정이 완료 되었다면 Save Settings 를 클릭하여 저장 합니다.

■ MAINTENANCE / Admin Password



41

■ MAINTENANCE / System
DNS-343 을 재부팅, 초기화, 환경설정 파일의 저장과 복원하는 부분입니다.

1. RESTART : DNS-343 을 재부팅합니다.

2. DEFAULTS : DNS-343 의 설정값을 공장출하값으로 초기화합니다.

3. SHUTDOWN : DNS-343 을 끕니다.

* 다시 켜시려면 외부의 전원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4. CONFIGURATION SETTINGS 

(1) Save Configuration Settings : 현재의 환경설정값을 PC에 파일로 저장합니다.

(2) Load Configuration Settings : 기존에 저장했던 환경설정 파일을 불러와 복구합니다.

5. IDLE TIME

(1) Config Inactivity Timer : 관리자가 처음 로그인한 PC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정된 IDLE TIME 이 경과된 이후에만 다른 PC에서 관리자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 Download Schedule Inactivity Timer : 관리자가 처음 로그인한 PC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설정된 IDLE TIME 이 경과된 이후에만 다른 PC에서 [Download Schedule] 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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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 Firmware Upgrade

DNS-343 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1. 디링크 코리아 공식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www.mydlink.co.kr 에 게시된 펌웨어를

PC로 다운받습니다.

2. [찾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은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3. [Apply]버튼을 클릭하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4. 업그레이드 완료 후 DNS-343의 재부팅 메세지가 나타나고 재부팅 해주면 완료됩니다.

* 주 의 :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절대 전원을 끄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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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 Email Alerts

DNS-343 의 각종 상태를 관리자가 지정한 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1. E-MAIL ALERT SETTINGS

(1) Login Method : 사용하는 메일서버에 ID와 Password 인증이 필요하면 Account 를 선택하고

인증이 필요없으면 Anonymous 를 선택합니다.

(2) User Name / Password : 메일서버에 등록된 ID와 Password 를 입력합니다.

(3) SMTP Server : 보내는 메일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단, gmail 의 SMTP 서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Sender E-mail : 보내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Receiver E-mail : 경보 메일을 받을 사람의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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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 Email Alerts

2. ALERT TYPES : 메세지를 받을 내용에 체크합니다.

(하기 상황별로 경보메일을 발송합니다.)

(1) Space Status Interval : 정해진 시간에 하드디스크의 남은용량에 대한 정보

(2) A Volume Is Full : 하드디스크 공간이 가득 찰 경우

(3) A Hard Drive Has Failed : 하드디스크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4) The Administrator’s Password Has Been Changed : 관리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5) Firmware Has Been Upgraded :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을 경우

(6) System Temperature Has Exceeded : 시스템 온도가 설정된 값보다 높을 경우

- Fahrenheit(화씨)        - Celcius(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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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 Power Management

DNS-343 의 슬립모드(대기모드) 사용여부와 작동시간을 설정합니다.

슬립모드는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도록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하드디스크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줄이고 하드디스크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1. POWER MANAGEMENT SETTING

(1) Power Management : 슬립모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Enable, 사용하지 않을 경우 Disable 에

체크합니다.(기본값은 Enable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Turn Off Hard Drivers :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도록 DNS-343 사용이 감지되지 않으면 하드디스크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5분~30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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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 Dynamic DNS
DDNS 는 IP주소가 수시로 변하는 유동IP 서비스 환경에서 IP가 변경되더라도 정해진

도메인 이름으로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 DDNS SETTING

(1) DDNS : 사용하고자 하면 Enable 에 체크. 사용하지 않는다면 Disable 에 체크합니다.

(2) Server Address : 이용중인 DDNS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DDNS 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3) Host Name : DDNS 사이트 가입시 할당받은 호스트명을 입력합니다.

(4) Username or Key : DDNS 사이트에 가입한 ID를 입력합니다.

(5) Password or Key : 위 ID 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Verify Password or Key : 비밀번호를 확인차 한번 더 입력합니다.

(7) Timeout : 지정된 시간마다 DDNS 사이트에 본인의 IP주소 정보를 보내어 갱신하도록 합니다.

* 공유기와 같이 사용시 DNS-343의 DDNS가 아닌 공유기에 DDNS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DDNS설정법은 각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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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NS 가입 방법

1. 인터넷에서 www.dyndns.com 으로 접속하여 [Create Account]를 클릭하여

신규가입 합니다.

DDN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DNS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 DNS-343 또는

공유기의 DDNS 메뉴에 정도를 기입하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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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NS 가입 방법

2. 위와 같이 각 항목에 내용을 입력하고 [next]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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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NS 가입 방법

3. 가입되었다는 메세지와 함께 위에서 지정한 E-mail 주소로 새로운 URL 주소가 포함된

가입승인 메일이옵니다.  메일을 통해 받은 URL 주소로 들어가야 최종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4. 가입한 ID 로 로그인을 한 후 [My Services]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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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NS 가입 방법

5. Host Services 항목에 있는 [Add Hostname] 을 클릭합니다.

6. 사용할 Hostname 을 입력하고, [IP Address] 란에 바로 아래에 있는 IP주소를

그대로 입력한 후 [Create Host]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가입설정이 완료되었고

DNS-343 또는 공유기에 해당 가입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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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D Display SETTINGS

(1) Sleep : 선택된 시간이 지나면 외부 OLED 창의 화면 보호기로 전환 됩니다.

DNS-343의 외부 OLED 창의 화면보호기 실행을 설정 하는 곳 입니다.

■ MAINTENANCE / LC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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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할 HDD를 선택 후 Scan Disk

를 클릭 합니다.

DNS-343의 장착된 HDD의 오류를 검출 및 치료는 하는 곳 입니다.

■ MAINTENANCE / Scan Disk

2. 조금 기다리면 진단이 진행 됩니다.

3. 진단이 완료 되면 Restart를 클릭하여

DNS-343을 재부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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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설 명
(STATUS)



54

■ STATUS / Device Info

1. LAN INFO : DNS-343에 할당되어 있는 IP주소와 게이트웨이 DNS등의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2. DEVICE INFO : DNS-343의 작업그룹과 이름, 그리고 장비 온도를 표시해 줍니다.

3. PRINTER INFO : DNS-343과 연결되어있는 프린터 제조사와 모델을 표시해 줍니다.

(UPS 연결시 UPS의 동작/베터리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4. HARD DRIVE INFO : DNS-343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개수와 용량 정보를 표시합니다.

DNS-343의 상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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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설 명
(PRINT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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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XP)

1. USB프린터를 DNS-343 USB포트

연결 하고, 제어판 -> 클레식보기 -> 

프린터 및 팩스 -> 프린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마법사가 실행되면 다음을

클릭 합니다.

2. 네트워크 프린터 또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3. 프린터 찾아보기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공유 프린터란에 DNS-343의 name이

검색이 되며, 하단의 lp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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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XP)

7. 찾이보기를 클릭 합니다.

6. 디스크 있음을 클릭 합니다.

5. 경고창이 나타나면 예를 클릭 합니다.

8. 해당 프린터의 드라이버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클릭 합니다.

9. 확인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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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XP)

13.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제어판의

프린터 추가/ 제거란에 해당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확인 합니다.

12. 마침을 클릭 합니다.

11. 기본프린터로 선택을 할 지 안할지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10. 해당 프린터를 선택 하여 확인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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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 비스타)

1. USB프린터를 DNS-343 USB포트

연결 하고, 제어판 -> 클레식보기 -> 

프린터 -> 프린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마법사가 실행되면 네트워크,

무선 또는 Bluethooth 프린터 추가를

클릭 합니다.

2. 프린터 찾아보기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옆에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DNS-343

name 에 들어갑니다.

3. 프린터를 찾게 되면, DNS-343 name

하위에 lp 를 선택 하여 다음을 클릭 하시면

되고, 검색이 안된다면, 원하는 프린터가

목록에 없습니다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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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 비스타)

5. lp를 선택 후 선택을 클릭 합니다.

6. 다음을 클릭 합니다.

7. 연결중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며

조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은 경고 메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 합니다.

8. 디스크 있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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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 비스타)

9. 찾이보기를 클릭 합니다.

10. 해당 프린터의 드라이버 파일을 선택 후

열기를 클릭 합니다.

11. 확인을 클릭 합니다.

11. 해당 프린터를 선택 하여 확인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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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서버 설치법(윈도우 비스타)

14.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제어판의

프린터란에 해당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확인 합니다.

13. 마침을 클릭 합니다.

12. 기본프린터로 선택을 할 지 안할지를

선택 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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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설 명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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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s / Schedule Downloads / Scheduling

내부 네트워크 또는 외부 FTP로 설정된 시간에 접속하여 자동으로 DNS-343으로 백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최초 로그인시 Configuration이 아닌 Download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 SCHEDULING SETTING

(1) Login Method : 접속지에 ID/PW 라면, Account 선택, 무인증 이라면 Anonymous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 Account 선택시 User Name 에 ID, Password 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Type : File단위 또는 Folder단위를 선택 합니다.

(3) URL : 백업할 소스가 있는주소/폴더명 을 입력 합니다.

- 백업 소스가 FTP로 접속된다면 ftp://주소/폴더명

- 백업 소스가 WEP서버 또는 HTTP서버라면 http://주소/폴더명

- 백업 소스가 내부네트워크 라면 \\IP주소\폴더명

* 내부네트워크로 설정시 PC에 꼭 공유가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4) Test를 클릭하여 Test result 에 Successful 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류시 해당 주소와

폴더명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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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ve To : Browse 를 클릭하여 DNS-343 안에 백업 폴더를 지정합니다.

(6) When : 한번만 백업 할 경우 해당 날짜와 시간을 설정함니다.

(7) Recurring Backup : 일단위, 일주일단위, 한달 단위로 백업을 설정 할 때 설정 합니다.

(8) Incremental Backup : 내부 네트워크 백업 사용시만 가능하며, 체크시 두번째 백업때부터는

파일과 폴더명을 확인하여 새로 Update된 파일 또는 폴더만 백업을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9) 설정이 완료되면 Save Settings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 합니다.

2. SCHEDULE LIST : Downloads 설정된 정보를 확인/삭제 또는 즉시 백업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Downloads / Schedule Downloads / Scheduling

■ Downloads / Schedule Downloads / Status

1. SCHEDULE LIST : Downloads 설정된 정보를 확인/삭제 또는 즉시 백업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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