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히 보기 >>

 › XTS-AES 암호화, 무차별 대입 
및BadUSB 공격으로부터 보호

 › 복합/암호구 모드에서 다중 
암호(관리자 및 사용자)  
옵션 선택 가능

 › 새로운 암호구 모드

 › 자동으로 개인 클라우드 백업

 › 추가적인 보안 기능

클라우드 자동 백업을 갖춘  
하드웨어 암호화 데이터 보안
Kingston IronKey™ Locker+ 50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XTS 모드에서  
AES 하드웨어 암호화를 통해 소비자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며 디지털 서명 
펌웨어를 통한 BadUSB 공격 및 무차별 대입 암호 공격을 방어합니다.  
LP50는 TAA 컴플라이언트 제품이기도 합니다. 

LP50은 복합/암호구 모드에서 다중 암호(관리자, 사용자) 옵션을 지원합니다. 
복합 모드는 4개 문자 형식 중 3개를 사용하여 6~16자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구 모드는 PIN 번호, 문장, 여러 개의 단어 목록을 사용하거나  
10~64자 길이의 노래 가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 암호를 
설정하거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권한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 입력에 도움이 되는 “눈” 기호를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암호가 표시되므로 오타로 인한 로그인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의 방어 기능은 잘못된 암호를 연속으로 10개 입력하면 
사용자를 차단하고 관리자 암호를 연속 10회 잘못 입력하면 드라이브 암호화 
키를 삭제합니다. 또한 내장된 가상 키보드가 키로거 또는 화면로거로부터 
암호를 보호해줍니다.

Locker+ 50 작은 금속 케이스와 내장된 키 루프로 편리하게 설계되어 어디로든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LP50은 USBtoCloud(ClevX®제공) 
백업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하므로 Google Drive™, OneDrive(Microsoft®), 
Amazon Cloud Drive, Dropbox™ 또는 Box을(를) 통해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P50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보안이 드라이브에 갖춰져 있습니다. Windows® 및 macOS® 모두에서 
작동하므로 사용자는 여러 운영체제에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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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S-AES 암호화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암호화 USB 
드라이브 — BadUSB 및 무차별 대입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중요 데이터 보호.

복합/암호구 모드에서 다중 암호(관리자 및 사용자) 
옵션 선택 가능 — 관리자는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구 모드 — 복합 모드 또는 암호구 모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암호구는 PIN 번호나 공백 
있는 문장, 여러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만들고 10~64자 
길이의 노래 가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개인 클라우드 백업 —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IronKey Locker+ 50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안 기능 — “눈”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암호가 표시되므로 로그인 시도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키로거 및 
화면로거로부터 암호 입력을 보호합니다. 

ClevX, LLC의 USBtoCloud®

1.	 플래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표시된 용량 중 일부는 포매팅 및 기타 기능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용량은 제품에 표시된 용량보다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ingston 플래시 메모리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2.	 속도는 호스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3.	 시스템 파티션,	광학 드라이브 등과 같은 물리적 장치 이후의 첫 번째 무료 드라이브 문자.

인터페이스 
USB 3.2 Gen 1

용량1

16GB, 32GB, 64GB, 128GB

커넥터 
Type-A

속도2

USB 3.2 Gen 1 
16GB – 128GB:	145MB/s 읽기, 115MB/s 쓰기
USB 2.0 
16GB – 128GB: 30MB/s 읽기, 20MB/s 쓰기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Google Drive, OneDrive (Microsoft), Amazon S3, Dropbox™, Box

크기 
60.56mm x 18.6mm x 9.75mm

작동 온도 
0°C ~ 50°C

보관 온도 
-20°C ~ 85°C

호환성 
USB 3.0/USB 3.1/USB 3.2 Gen 1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
사용에 필요한	2개의 무료 연속 드라이브 문자3

보증/지원 
5년 제한 보증, 무료 기술 지원. USBtoCloud에 대한 5년 라이선스	
(활성화 시점부터)가  모든 IKLP50 드라이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USBtoCloud은(는) ClevX에서 
직접 라이선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호환 Compatible with 
Windows® 11, 10, 8.1, macOS® (v. 10.14.x - 12.x.x)

부품 번호

IronKey Locker+ 50

IKLP50/16GB

IKLP50/32GB

IKLP50/64GB

IKLP50/128G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