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 OS 10.5-10.8에서 디스크 초기화포맷방법 설명서
1. Mac OS 10.5-10.8에서 디스크 초기화 및 포맷하기
Mac PC는 하드디스크의 디스크 초기화와 포맷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초기화
와 포맷 방식이 Windows PC와 다릅니다.
①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Mac PC에 연결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경고
창이 나옵니다. “초기화”를 선택하시면, 디스크 유틸리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또는 [이동->유틸리티->디스크 유틸리티] 메뉴를 실행하여 디스크 유틸리티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

-----------------------②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오른쪽의 [지우기]탭을 선택합니다. [지우기]탭 화면에서 포맷을 [Mac
OS 확장 저널링]을 선택하고 [지우기] 버튼을 선택해서 디스크 초기화와 포맷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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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Windows PC와 Mac PC에서 동시에 사용을 하기 위하여서는 파티션이 FAT32(포맷을
MS-DOS(FAT)로 선택함)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Windows XP이상에서는 32GB 이상의 단일
파티션으로 FAT32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유틸리티를 사용하거나 Mac PC에서 파티션
설정을 하십시오.
(단, 이 경우는 1개 파일의 크기가 4 GB이상이 될 수가 없어서 대용량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 주의: NTFS로 포맷된 외장하드 디스크는 Mac PC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③ 파티션과 포맷이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지정한 이름의 디스크가 자동으로 마운트 됩니다.

※ 주의: Mac PC에 당사에서 판매중인 Paragon NTFS driver for Mac OS X을 구매해서 설치하
시면, Windows PC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해당 Mac PC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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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 하는 질문
■ 구매한 하드디스크 용량과 윈도우에서 표시되는 용량이 다르고 작아졌습니다.
- 하드디스크 제조사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10진수로 표기합니다. (1GB=1,000MB) 그러나 컴
퓨터와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2진수(1GB=1,024MB)로 인식하며 표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하드디스크 제조사의 용량에 비해 컴퓨터에서 인식 및 표시되는 용량이 작아지게 됩니
다. 예를 들어 1TB HDD는 931GB, 2TB HDD는 1.81TB, 3TB HDD는 2.72TB로 작게 표시됩니다.

■ Windows PC(Windows XP/Vista/7/8)와 Mac PC(Mac OS X)에서 외장하드 사용하기.
* Windows OS와 Mac OS X 모두에서 외장하드를 읽기/쓰기 지원하려면, 외장하드를 FAT32로
포맷하십시오. (단, 1개 파일의 최대 크기가 4GB로 제한되어 대용량 동영상 파일의 저장이 불
가할 수 있습니다. Windows PC에서는 32GB이상은 FAT32로 포맷할 수 없습니다.)
* Windows OS에서 외장하드의 읽기/쓰기를 지원하고 Mac OS X에서 외장하드의 읽기만 지원
하려면, 외장하드를 NTFS로 포맷하십시오.
* Mac OS X에서만 외장하드를 읽기/쓰기 지원하려면(즉, Mac OS에서만 사용하고 Windows OS
에서는 사용 안 하는 경우), 외장하드를 Mac OS 확장(저널링) 포맷(HFS+)로 포맷하십시오.

※ 참고: Windows PC와 Mac PC에서 제품 포맷 방법,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로텍 홈페이지
(http://www.sarotech.com)를 참고하십시오.

※ 참고: Windows Vista/7/8에서는 MBR과 GPT로 디스크 초기화를 할 수 있고 Windows XP
에서는 MBR로만 디스크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GPT로 디스크 초기화하면,
Windows XP에서는 해당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습니다.

※ 참고: 2TB 초과 하드디스크 지원 OS
Windows Vista/7/8, Mac OS 10.6.2 이상에서만 2TB 초과 하드디스크를 지원합니다.
다른 OS에서는 2TB 초과 하드디스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Vista/7/8 PC에서 MBR로 디스크 초기화하면 최대 2TB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2) Vista/7/8 PC에서 GPT로 디스크 초기화해야 최대 용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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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S의뢰전 자가진단방법:

제품이 정상이나 고객이 고장으로 오해 가능한 내용

■ 외장하드 전송속도가 느립니다.
* 제품을 PC의 USB 2.0 포트에 연결하거나 USB 2.0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는 장착된
하드디스크나 PC의 하드디스크가 느린 경우입니다.
■ 외장하드가 Windows Vista/7/8에서는 인식되나 Windows XP에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외장하드를 GPT로 디스크 초기화하셨기 때문입니다. Windows PC(XP/Vista/7/8)에서 모두
사용하려면 MBR로 디스크 초기화하고 포맷하셔야 합니다. (단 3TB이상은 GPT만 지원합니다.)
■ 3TB HDD가 Windows Vista/7/8에서는 인식되나 Windows XP에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2TB 초과 HDD는 Windows XP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Mac PC에서 잘 사용하던 외장하드가 Windows PC(XP/Vista/7/8)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 외장하드를 Mac OS 확장(저널링) 포맷(HFS+)로 포맷하셔서 그렇습니다.
■ 외장하드에 대용량 동영상 파일(4GB이상)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 외장하드를 FAT32로 포맷하셔서 그렇습니다.
■ 위의 경우가 아닌데도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됩니다.
1) 포맷이 안 된 새 하드디스크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 디스크 초기화와 포맷을 해야 합니다.
새로텍 홈페이지에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
2) 하드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새로텍 홈페이지(www.sarotech.com)에서 제품 최신 펌웨어가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4) PC나 노트북의 USB 3.0 호스트 칩의 펌웨어와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새
로텍 홈페이지(www.sarotech.com)의 FAQ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5) 하드디스크가 고장일 수 있습니다. 제품 하드디스크를 다른 외장하드나 PC에 연결해서 하드
디스크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경우에 하드디스크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
다.) 또는 다른 하드디스크를 제품에 연결해 보십시오.
6) 간헐적으로 인식장애가 발생한다면 제품을 여러 PC에 물려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7) 데이터 연결 케이블(예:USB 등) 손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을 연결해보십시오.
일반 컴퓨터 가게나 마트에서 해당 케이블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8) 고객 PC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9)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신형 하드디스크는 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 A/S의뢰시 하드디스크를 포함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드디스크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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