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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규칙
경고
본 사용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변경이
나 개조를 하면 본 제품의 정당한 사용자
로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
다.
화재나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제품
에 비나 수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캐비닛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열지
마십시오. 점검은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 당사 제품 보증은 부속 액세서리(소프트
웨어를 포함)를 지정 또는 권장 환경에서
사용자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경
우에만 유효하며 또 본 플로피 디스크 드
라이브에만 적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의
제품 보증 조건에 한해서만 고객 서비스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
다.
❑ 당사는 본 제품 사용 중에 발생된 컴퓨터
나 그 밖의 장치의 고장 또는 특수한 하드
웨어와 호환성이 없거나 소프트웨어의 부
적절한 설치가 원인으로 발생된 동작상의
문제, 데이터 손실, 디스크 및 그 밖의 우
발적 또는 이차적 손상에 대하여 일절 책
임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의 보증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는
보증서에 기재된 나라나 판매 지역 내에
서만 유효합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부속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가이드의 전부 또는 일부 복사
및 소프트웨어의 유상 대여는 저작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표에 대하여
• “Memory Stick” 및
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MagicGate Memory Stick” 및
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Microsoft, MS, MS-DOS,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
니다.
• 그 밖에 본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이지만 본문 중에 ™ 및 ® 마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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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시 발생되는 직
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상의 손해 또는 손
실 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속된 소프트웨어는 본 제품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부속된 소프트웨어의 주요 제원은 개량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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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목록
패키지를 개봉하고 다음에 나타낸 액세서리가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결품이나 손상된 내용물이 있을 때에는 판매점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MSFD-20U

•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CD-ROM
• 사용자 가이드
• 셋업 가이드

드라이브를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컴퓨터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
다.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처음 연결하기 전에 셋업 가이드에 나타낸 순서를 반드시
실행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의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도 참조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MSFD-20U(이하 “드라이브”라 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배속 읽기/쓰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 “Memory Stick” 슬롯 탑재

❏ 드라이브 전원은 컴퓨터 USB 커넥
터에서 공급되므로 외부 전원에 연결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량 콤팩트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우수합니다.

시스템 요건
드라이브는 다음과 같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CPU: Pentium II 400 MHz 이상
RAM: 64 MB 이상
USB 커넥터가 탑재된 컴퓨터
CD-ROM 드라이브가 탑재된 컴퓨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시 사용)

❏ OS: Windows 98 Second Edition
(Windows 98 SE)
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2000)
Windows Millennium
Edition(Windows Me)
Windows XP Home Edition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XP)
• NEC PC98 시리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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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 명칭 및 기능

6
5

4
3

2

1

1 USB 커넥터

4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

컴퓨터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플로피 디스크상의 데이터를 액세스하
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2 이젝트 버튼
플로피 디스크를 꺼낼 때 이 버튼을 누릅
니다.
3 플로피 디스크 슬롯
여기에 플로피 디스크를 넣습니다.

5 “ Memory Stick” 비지 표시등
“Memory Stick” 슬롯에 “Memory
Stick”을 넣으면 이 표시등이 점등됩니
다. “Memory Stick”상의 데이터를 액
세스하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6 “ MemoryStick” 슬롯
여기에 “Memory Stick”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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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피 디스크 넣기 및 꺼내기
플로피 디스크를 넣으려면

1

플로피 디스크를 플로피 디스크 슬
롯에 넣습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완전히 들어갈 때
까지 누릅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꺼내려면
주의사항
플로피 디스크를 꺼내기 전에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플로피 디스크를 꺼내면 데이터가 손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1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후 이젝트 버튼을
누릅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튀어나옵니다.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

2

플로피 디스크를 드라이브에서 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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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젝트 버튼

“Memory Stick” 넣기 및 꺼내기
“Memory Stick”을 넣으려면
주의사항
• “Memory Stick”을 넣기 전에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플
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Memory Stick”을 넣으면 드라이브가 고장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Memory Stick”은 플로피 디스크 슬롯에 넣지 마십시오.
• “Memory Stick”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 주십시오. “Memory Stick”을 잘못된 방향
으로 넣으면 “Memory Stick” 슬롯이나 “Memory Stick”이 손상될 염려가 있습니다.

1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후 “Memory
Stick”을 “Memory Stick” 슬
롯에 넣습니다.
“Memory Stick”은 소리가 날 때까
지 넣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

v 방향으로
넣으십시오.

“Memory Stick”을 꺼내려면
주의사항
“Memory Stick”을 꺼내기 전에 “Memory Stick”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
오.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Memory Stick”을 꺼내면 데이터가 손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1

“Memory Stick”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후 “Memory
Stick”을 누릅니다.

2

일단 손을 뗀 후 “Memory Stick”
을 꺼냅니다.

“Memory Stick” 비지 표시등

손을 떼면 “Memory Stick”이 약간
튀어나오므로 슬롯에서 꺼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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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
다른 USB 장치와 사용할 때에는

컴퓨터에서 분리할 때에는

드라이브는 고출력 장치( 버스 파워드
500mA 이하 전류 소비)이므로 컴퓨터
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안정되지 않으면
오작동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드라이브를 하드 디스크, CD-ROM
드라이브, 프린터 등 그 밖의 고출력
USB 장치와 함께 사용한 경우
• 여러 대의 드라이브를 동시에 연결한
경우
• 드라이브를 버스 파워드 허브와 동시
에 사용한 경우
• 플로피 디스크에 액세스 중에
“Memory Stick”을 넣은 경우
(“Memory Stick”을 넣기 전에 플로
피 디스크 비지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드라이브는 컴퓨터 전원을 켠 채 연결하
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드라이브는 Windows XP, Windows
2000, Windows Me에서 분리하기 전
에 작업 표시줄의
를 클릭하고 다음
의 하드웨어를 정지한 후 분리해야 합니
다.
• Windows XP/2000
“Sony USB Floppy” 및 “Sony MS
Reader/Writer”를 정지합니다.
• Windows Me
“USB Floppy” 및 “USB Disk”를
정지합니다.

USB 허브에 연결할 때에는
•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USB 커넥터(루
트 허브)에 직접 연결하여 주십시오.
드라이브는 키보드 허브 등 다른 버스
파워드 허브에 연결한 경우에는 동작
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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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및 보관 환경에서는
• 드라이브는 열원 가까이나 직사광선
이 닿는 장소, 먼지가 많거나 더러운
장소, 고온다습한 장소, 창문을 꼭 닫
은 자동차 안 등에 방치하지 마십시
오.
• 드라이브가 라디오나 TV의 수신 장
애의 원인이 될 때에는 드라이브를 라
디오나 TV에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 드라이브 사용시 고장이나 화재의 원
인이 되므로 의류, 시트, 커버 등으로
싸놓지 마십시오.

Windows 98/Windows Me 사용자 주의
Windows 98/Windows Me 운영체제에서 이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Windows 98/
Windows Me의 조작 순서상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
우는 본 제품 사용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
오.

이 내용은 주로 하기와 같은 구성 컴퓨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Windows 98/Windows Me 탑재):
• 표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탑재된 컴퓨터
• 이동식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도킹 스테이션 포함)가 탑재된 컴퓨터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탑재되지 않았더라도 “내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아이
콘이 표시되는 컴퓨터

현상:
조건 1

컴퓨터 전원을 켜기 전에 때까지 장치를 연결한 경우:
이 조건에서 장치를 분리했다가 다시 한 번 연결하면 드라이브에 할당된 드
라이브 문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 2

컴퓨터 실행 중에 장치를 분리한 후 다른 기억 장치를 연결했거나 분리한
경우:
이 조건에서 장치를 다시 연결하면 드라이브에 할당된 드라이브 문자가 변
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indows 98 전용] 조작 중에 “조건 1” 또는 “조건 2”의 결과 드라이브에 할당된 드라이브
문자가 변경됩니다:
Windows 98를 사용하는 경우는 Windows는 조작 중에 드라이브 문자를
자동 감시합니다. 이 드라이브 문자가 변경되는 현상은 “내 컴퓨터”에서
“Memory Stick” 리더/라이터에 할당된 “3.5 플로피” 아이콘 또는 플로
피 디스크에 할당된 “이동식 미디어” 아이콘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조건 3

장치에 드라이브 문자 A가 할당된 경우:
드라이브 A는 컴퓨터의 기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할당되어 있으므
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있는 동안은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없
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 4

장치에 A 이외의 드라이브 문자가 할당된 경우:
이 조건에서는 장치를 사용해서 부트 디스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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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사용 중인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있을 때 본 장치를 사
용하는 경우 다음 중에서 한 가지를 조작합니다.
• 컴퓨터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이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2. 부트 디스크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드라이브A에 할당된 플로피 디스크 드라
이브를 사용합니다.
3. Windows 98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본 드라이브를 연결할 때에는 “3.5 플로
피” 아이콘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하여 표시되는지 또 이동식 디스크
아이콘이 “Memory Stick” 리더/라이터에 관하여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에는 컴퓨터에서 장치를 분리하고 재시동한 후 컴퓨터
가 재시동된 후에는 다시 연결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Windows 2000 Professional 사용자 주의
사용 중인 컴퓨터가 Windows 2000 Professional로 동작하고 Service Pack 3 또
는 4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현상:
Windows 2000 Professional에 Service Pack 3 또는 4을 함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하면 컴퓨터가 드라이브의 “Memory Stick” 리더/라이터
를 인식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1.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는 동안 전원을 켜고 Windows를 시동하거
나 재시동한 후 다음과 같은 조작은 한 경우.
2. Windows 실행 중에 드라이브의 USB 케이블을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한 경
우.
, 컴퓨터가 드라이브의 “Memory Stick” 리더/라이터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
다.(단 2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 “인식 불량”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전원을 켜고 Windows를 시동/재시동하기 전에 반드시 USB 케이블을 분리하여 주
십시오.
드라이브를 연결한 상태로 컴퓨터 전원을 켜서 Windows를 시동/재시동했을 때에는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Windows를 재시동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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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피 디스크에 관하여
대응 플로피 디스크
본 드라이브에서는 다음과 같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

형식

읽기, 쓰기, 포맷 가능
읽기, 쓰기 가능

주의사항
• 드라이브에 대응하지 않는 플로피 디스크는 드라이브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
시오.
• 프리포맷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OS에 대응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 보호하기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플로피 디스크의 쓰기 방지
스위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스위치를
쓰기 방지 위치로 밀어 놓으면 플로피 디
스크의 데이터는 읽을 수 있지만 데이터
를 기록하거나 소거할 수는 없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뒷면

쓰기 가능
위치

쓰기 방지
위치

취급상의 주의
플로피 디스크를 취급할 때에는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의 주의 사항을 지
켜 주십시오.
• 플로피 디스크는 데이터가 손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스피커나 TV등의
강한 자기장이 발생되는 물건 가까
이 보관하지 마십시오.
• 플로피 디스크가 변형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플로피 디스크를 열
원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놓
지 마십시오.

• 플로피 디스크 셔터를 열거나 디스
크 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디스크 면
이 더러워지거나 흠이 있으면 읽기
나 쓰기를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습
니다.
• 플로피 디스크 위에 액체를 흘리지
마십시오.
• 플로피 디스크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에는 드라이브에서 꺼내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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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Stick”에 관하여
“Memory Stick
”에 대하여
“ Memory Stick
” 은 플로피 디스크 이상의 데이터 용량을 갖는 새로운 소형 휴대용
다기능 IC 기억 매체입니다. “ Memory Stick
” 은 특히 “ Memory Stick
” 대응 기기
간의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 Memory Stick
” 는 분리 가
능하므로 외장 데이터 기억장치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mory Stick
” 사용하기
Windows 파일 조작을 사용해서 “Memory Stick”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대응 “Memory Stick
”
본 드라이브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입의 “ Memory Stick
”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Memory Stick
” : 표준 청색 “ Memory Stick
”
• “ MagicGate Memory ”Stick
: 저작권 보호 기능이 탑재된 흰색의 “ Memory
Stick
” (MagicGate
* ).
* MagicGate
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코딩 방법입니다.
주의점
• 본 드라이브는 MagicGate 규격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본 드라이브에서 기록한 데이터는
MagicGate 저작권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 “Memory Stick PRO” 및 “Memory Stick”(메모리 선택 기능 탑재) 미디어는 테스트 결과,
본 제품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다음 설명과 같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Memory Stick” 미디어의 패키지에 기재된 “Memory Stick” 기능의 설명을 읽어 주십시오.

Memory Stick

*

읽기/쓰기

Memory Stick
Memory Stick (메모리 선택기능 탑재)
(Memory Stick Duo)

대응

MagicGate Memory Stick
(MagicGate Memory Stick Duo)

대응*1

Memory Stick PRO(Memory Stick PRO Duo)

대응*1, 2

1

MagicGate 기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쓰기/읽기는 할 수 없습니다.

*2 고속 전송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그 밖의 장치의 액세스 컨트롤용으로 사용하는 “Memory Stick” 미디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테스트 결과 최대 1GB 데이터 용량에 대응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모든 타입의 “Memory Stick” 미디어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Memory stick Duo”, “MagicGate Memory Stick Duo”, “Memory Stick PRO Duo”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본 제품에 적절한 전용 어댑터를 장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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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Stick
”의 데이터 보호하기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
지하려면 “Memory Stick”의 쓰기 방지
스위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스위치를
쓰기 방지 위치로 밀어 놓으면 “Memory
Stick”의 데이터는 읽을 수 있지만 데이
터를 기록하거나 소거할 수는 없습니다.

접점
쓰기 가능
위치

쓰기 방지
위치

라벨 위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에는
“ Memory Stick
” 의 읽기나 쓰기 중에 에러가 발생,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음
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에는 “ Memory Stick
” 이 쓰기 방지되어 있을 가능
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기 그림처럼 쓰기 방지 스위치를 밀어서 쓰기 방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이 에러가 발생해도 “ Memory Stick
” 데이터는 소거되지 않습니다.
취급상의 주의
“ Memory Stick
” 을 취급할 때에는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의 주의 사항
을 지켜 주십시오.
• “Memory Stick”은 제조시 포맷되
•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하면 데이터사
어 있습니다. 다시 포맷할 필요가
손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Memory Stick”을 포맷하면
– 데이터의 읽기 또는 쓰기 중에 드
“Memory Stick”을 다른 대응 장
라이브에서 “Memory Stick”을
치에 넣었을 때 액세스할 수 없는 경
꺼내거나 컴퓨터 전원을 끈 경우.
우가 있습니다.
– “Memory Stick”에 정전기나 정
• 컴퓨터에서 포맷한 “Memory
전기 노이즈가 가해진 경우.
Stick”을 사용하려면 “Memory
• “Memory Stick”에 라벨을 붙일
Stick” 대응 장치에서 다시 포맷하
때에는 반드시 “Memory Stick”
여 주십시오.
전용 라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 다른 “Memory Stick” 대응 장치
밖의 라벨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서는 “Memory Stick”의
• “Memory Stick”은 원래 케이스에
“Memory Stick.ind” 파일이 필요
넣어서 보관하거나 휴대하십시오.
합니다. 그 파일을 소거하지 마십시
• 커넥터를 만지거나 금속을 대지 마
오.
십시오.
• “Memory Stick” 드라이브는 최적
• “Memory Stick”을 떨어뜨리거나
화하거나 압축하지 마십시오.
구부리거나 또는 충격을 가하지 마
십시오.
• “Memory Stick”은 분해하거나 개
조하지 마십시오.
• “Memory Stick” 위에 액체를 떨
어뜨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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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Sony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문제 원인
을 알 수 없거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판매점 Sony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
십시오.
문제

원인/대책

컴퓨터에서 드라이브가 검출되
지 않는다.

c 컴퓨터 및 드라이브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드라이브를 일단 분리했다가 다
시 연결하여 주십시오.

Widows Me, Widows 2000,
Widows 98 SE에서 드라이브
를 연결해도 “Memory Stick”
리더/라이터 아이콘은 “내 컴퓨
터” 창에 나타나지 않는다.

c Windows Me, Windows 2000, Windows 98 SE에서
는 “Memory Stick” 리더/라이터는 “이동식 디스크” 아
이콘으로서 나타납니다.

플로피 디스크나 “Memory
Stick”를 드라이브에 넣을 수
없다.

c 플로피 디스크나 “Memory Stick”를 잘못된 방향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
주십시오.

14 KR

주요 제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동작 및 보관 환경

데이터 전송 속도
2 H D 최대 1 M bps.
2 D D 최대 500 k bps.

습도 범위
동작 온도
5° C~35
° C
보관 온도
－20° C~55
° C

대응 디스크
3.5인치2HD(1.44 MB, 1.2 MB)
3.5인치 2DD(720 KB)

“Memory Stick
” 슬롯
데이터 전송 속도
최대 500 KB/
초*
* 최대 읽기 및 쓰기 속도는 사용하는
컴퓨터와 “ Memory Stick
”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대응 “Memory Stick”
“ Memory Stick
”
“ MagicGate Memory Stick
”

인터페이스
USB

상대 습도
동작 습도
2 0 % ~ 8 0 %비응축)
(
상대 습도
1 5 % ~ 9 0 %비응축)
(

전원/기타
전원
DC + 5 V(USB
커넥터에서 공급)
소비 전력
0.5 A(2.5W)
외형치수
약 104 × 24.3 × 143 mm
(W × H × D, 돌출 부분 제외)
중량
약 350g
제품의 주요 제원 및 제품 외관은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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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M S F D - 2 0의
U 사용에 관한 질문이나
드라이브 또는 부속된 소프트웨어에 관
한 기술적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상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전화 또는 이메일 지원을 이용하실 때에
는 다음의 정보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
•
•
•
•

모델 번호: M S F D - 2 0 U
제조번호
구입일 및 판매점명
컴퓨터 제조원 및 모델 번호
컴퓨터 제품 규격
(CPU속도, 메모리 사이즈, OS버전
등)

각 지역의 기술 지원 서비스는 하기의
판매 지역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 한국의 고객님께
(Sony Korea Corp.):
월요일~금요일
10:00a.m.-7:00p.m.
Sony Korea CS
센터
전화번호: 080-77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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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
중요한 알림
다음의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는 Sony
가 제공하는 US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다음의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를 읽어 주십시오.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엔드
유저 라이센스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
이것은 귀하(이하 “사용자”라 함)와 Sony
Corporation(이하 “Sony”라 함) 간의
US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이하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
용하는 권리에 관하여 체결한 법률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Sony
와의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본 프로그램 및 본 프로그램에 부속된 문서
에 관한 저작권 및 그 밖의 모든 권리는
Sony 또는 Sony에 대하여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권리를 허락한 본래의 권리자 또
는 조직(이하 “본래의 권리자”라 함)이 보
유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본 계약에 정해진 권리 이외
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2 Sony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Sony 제품인 “US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하여 본 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비독점, 개별 및 양도불
가의 권리를 허락합니다.
3 사용자는 Sony에서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상기의 사용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
나 제삼자에게 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 또는 본 프로그램에
부속된 문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본 프로그
램을 설치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 또
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i)
갱신, 추가 변경하거나(ii) 분해 또는 역컴
파일할 수 없습니다.
6 본 프로그램은 시판성 및 특정 목적의 적합
성 또는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
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에 관계없이 “현
상태로” 제공합니다.
7 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사용자와 제삼
자 간의 저작권 또는 특허 및 그 밖의 무형
재산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
용자는 해당 분쟁을 사용자 자신의 비용 부
담으로 해결하며 Sony 및 그 밖의 본래의
권리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8 Sony는 이상의 조건에 대하여 위반했을
때에는 통지 후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모든 지불 및 손해에 대한
보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
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형태를 불문하고 모
든 복사본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즉시 처분
해야 합니다.
9 본 계약서에는 참조 목적으로 한정한 비영
어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어판 및 그 밖의 언어판 사이에 상이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판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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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Regulations
WARNING
You are cautioned that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in this manual
could void your authority to
operate this equipment.
To prevent fire or shock hazard,
do not expose the unit to rain or
moisture.
To avoid electrical shock, do not
open the cabinet. Refer servicing
to qualified personnel only.

About trademarks
• “Memory Stick” and
are
trademarks of Sony Corporation.
• “MagicGate Memory Stick” and
are
trademarks of Sony Corporation.
• Microsoft, MS, MS-DOS, and Windows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 Other system and product names used
herein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manufacturers, although the ™ and ®
marks are not used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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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product guarantee is valid only
when the supplied accessories
(including software) are used in the
specified or recommended system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is
User’s Guide, and applies only to this
floppy disk drive. Our customer
service and user support apply only
under these product guarantee
conditions.
❑ Please note that we can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failure of the
computer or other devices,
incompatibility with special hardware,
operating problems caused by
improper installation of software, loss
of data, discs or other accidental or
incidental damage that might occur
when using this product.
❑ The guarantee and user support for
this product are valid only within the
countries or sales regions specified on
the warranty card.
❑ Copyright laws prohibit the copying of
all or part of the supplied software and
User’s Guide, or loaning the softwar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 We can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any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damage
or loss of profit that might occur when
using the supplied software.
❑ The supplied software can only be
used with this product.
❑ Specifications of the supplied software
may be changed without notice in the
interest of produc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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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ccessories
When you unpack the carton, make sure that it contains all the accessories listed below.
If anything is missing or damaged, contact your retailer.
• MSFD-20U

• Driver Software CD-ROM
• User’s Guide
• Setup Guide

Before you use the drive for the first time, you must install the driver software
on your computer. Before connecting the drive to your computer for the first time,
make sure that you perform the procedures outlined in the Setup Guide. Also see the
end user license agreement on page 17.

Introduction
The MSFD-20U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drive”) has the following features:
❏ Floppy disk drive with a 2× read/
❏ The drive is powered by your
write speed.
computer’s USB connector, so there
is no need to connect it to an external
❏ Comes equipped with a “Memory
power source.
Stick” slot.
❏ Has a compact, lightweight design
for portability.

System Requirements
The drive can be used with a computer with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 CPU: Pentium II 400 MHz or faster
❏ OS: Windows 98 Second Edition
(Windows 98 SE)
❏ RAM: 64 MB or more
Windows 2000 Professional
❏ Computer with a USB connector
(Windows 2000)
❏ Computer with a CD-ROM drive
Windows Millennium Edition
(used to install the driver software)
(Windows Me)
Windows XP Home Edition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XP)
• Not supported by the NEC PC98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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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and Functions of Parts

6
5

4
3

2

1

1 USB Connector

4 Floppy Disk Busy Indicator

Connect to the USB connector of your
computer.

When data on a floppy disk is accessed,
the indicator lights.

2 Eject Button

5 “Memory Stick” Busy Indicator

Press this button to remove the floppy
disk.

When you insert a “Memory Stick” into
the “Memory Stick” slot, the indicator
lights. When data on the “Memory
Stick” is accessed, the indicator flashes.

3 Floppy Disk Slot
Insert the floppy disk here.

6 “Memory Stick” Slot
Insert the “Memory Stick”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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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ng and Removing Floppy Disks
To Insert a Floppy Disk

1

Insert the floppy disk into the
floppy disk slot.
Push until the floppy disk is fully
inserted.

To Remove a Floppy Disk
CAUTION
Make sure that the floppy disk busy indicator is off before removing the floppy disk. Removing the
floppy disk while the indicator is on may cause loss of data.

1

Make sure that the floppy disk
busy indicator is off, and then
press the eject button.
The floppy disk is ejected.
Floppy disk
busy indicator

2

Remove the floppy disk from
th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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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ct button

Inserting and Removing “Memory Stick”
To Insert a “Memory Stick”
CAUTION
• Make sure that the floppy disk busy indicator is off before inserting a “Memory Stick”. Inserting
a “Memory Stick” while the floppy disk busy indicator is on may cause the drive to malfunction.
• Do not insert a “Memory Stick” into the floppy disk slot.
• Make sure that the “Memory Stick” is inserted in the correct direction. Inserting a “Memory
Stick” in the wrong direction may damage the “Memory Stick” slot and/or “Memory Stick”.

1

Make sure that the floppy disk
busy indicator is off, and then
insert the “Memory Stick” into
the “Memory Stick” slot.
Insert the “Memory Stick” until you
hear a click.

Floppy disk
busy indicator

Insert in the
direction of v

To Remove a “Memory Stick”
CAUTION
Make sure that the “Memory Stick” busy indicator is off before removing the “Memory Stick”.
Removing the “Memory Stick” while the indicator is on may cause loss of data.

1

Make sure that the “Memory
Stick” busy indicator is off, and
then push the “Memory Stick”.

2

Move your hand away and
remove the “Memory Stick”.

“Memory Stick” busy indicator

When you move your hand away, the
“Memory Stick” is partially ejected
so that you can remove it from the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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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Notes
Usage with other USB devices
Because the drive is a high-powered
device (bus-powered; draws 500 mA of
current or less), it may malfunction if the
power from the computer is not stable.
Therefore, the drive operation is not
guaranteed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When using the drive at the same time
as other high-powered USB devices
such as hard disks, CD-ROM drives,
scanners, and printers.
• When multiple drives are connected at
the same time.
• When using the drive at the same time
as a bus-powered hub.
• When you insert a “Memory Stick” at
the same time a floppy disk is being
accessed. (Before inserting a
“Memory Stick” make sure that the
floppy disk busy indicator is off.)

Connection to the USB hub
• Connect the drive directly to your
computer’s USB connector (root hub).
Operation is not guaranteed when you
connect the drive to other buspowered hubs such as keyboard h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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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nection from the
computer
The drive can be connected and
disconnected to your computer while it
is on. However, before disconnecting the
drive with Windows XP, 2000, and Me,
and
you must click the taskbar icon
perform the procedure to stop and
remove the hardware below.
• Windows XP/2000
Stop “Sony USB Floppy” and “Sony
MS Reader/Writer”.
• Windows Me
Stop “USB Floppy” and “USB Disk”.

Operating and storage
environments
• Do not place the drive close to heat
sources or in direct sunlight; place it
in dusty, dirty, or humid locations;
place it under precipitation such as
rain; or leave it in a vehicle with the
windows closed.
• If the drive interferes with the
reception of radio or television
signals, move the drive away from the
radio or television.
• When using the drive, do not wrap it
in cloth, sheets or covers as this may
be the cause of malfunctions or fire.

Notice to Windows 98/Windows Me Users
Due to Windows 98/Windows Me operating procedure, the following phenomena may
occur when using this device with Windows 98/Windows Me operating systems. Please
note that this may cause some limitations on the use of this device.

This notice applies primarily to computers with the
following configuration (With Windows 98/Windows Me):
• Computer that is equipped with its own standard floppy disk drive.
• Computer that has a removable floppy disk drive (including a docking station).
• Computer that does not have a floppy disk drive, but a floppy disk icon appears in
“My Computer”.

Phenomenon:
Condition 1

The device is connected before powering on the computer:
If the device is disconnected and then reconnected under such condition, the
drive letter assigned to the drives may change.

Condition 2

The device is disconnected while the computer is running, and
then other storage devices are connected or disconnected:
If the device is reconnected under such condition, the drive letter assigned
to the drives may change.

[Windows 98 Only] The drive letter assigned to these device changes during
operation as a result of “Condition 1” or “Condition 2”:
If you use Windows 98, Windows automatically keeps track of the drive
letter icon during operation. This drive letter change phenomenon may also
result in either the “31/2 Floppy” icon being assigned to the “Memory
Stick” reader/writer, or “Removable Media” icon being assigned to the
floppy disk drive, in “My Computer”.
Condition 3

The device is assigned to drive letter A:
Since drive A is assigned to the computers default floppy disk drive
whenever it is connected, this device may become unusable.

Condition 4

The device is assigned to drive letter other than A:
Under such condition, the device cannot be used to create a boot disk.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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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y to avoid above phenomenon:
1. If the computer you are using has its own floppy disk drive, employ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when using this device.
• Do not attach the computer’s own floppy disk drive.
• Connect the computer’s own floppy disk drive before connecting this device.

2. When creating boot disks, use whatever floppy disk drive is assigned as drive A.
3. Whenever you connect this device to a computer running under Windows 98,
verify that the “31/2 Floppy” icon appears for the floppy disk drive and that the
removable disk icon appears for the “Memory Stick” reader/writer.
If the wrong icon appears, disconnect the device from the computer, reboot, and
then reconnect it after the computer is running and check again.

Notice to Windows 2000 Professional Users
Please note the following if your computer runs under Windows 2000 Professional with
Service Pack 3 or 4 installed.

Phenomenon:
If Windows 2000 Professional with Service Pack 3 or 4 is installed to your computer,
please note that the following operations will prevent the computer from
recognizing the drive’s “Memory Stick” reader/writer.

1. Turning on the power and starting or restarting Windows while the drive is
connected to the computer, followed by
2. Disconnecting and then reconnecting the drive’s USB cable while Windows is
running.
, This will prevent the computer from recognizing a “Memory Stick” reader/
writer in the drive.(However, this “recognition failure” problem will not occur if
item no. 2 is not applied)

Remedy to avoid above phenomenon:
Please ensure that the USB cable is disconnected before turning on the power and
starting/before restarting Windows.
Should you turn on the computer power and start/restart Windows with the drive
connected, please disconnect the USB cable and start your computer & Window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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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loppy Disks
Compatible floppy disks
The following floppy disks can be used with the drive.

CAUTION
• Do not use floppy disk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drive, as it may damage the drive.
• If you use preformatted floppy disks, make sure that they are compatible with your OS.

Protecting data on floppy disks
To prevent accidental loss of important
data, use the write-protect switch on
floppy disks. When you slide the switch
to the write-protect position, you can
read data on floppy disks, but it is
impossible to write or delete data.

Back of the floppy disk

Write-enable Write-protect
position
position

Handling notes
Make sure that you take the following precautions when handling floppy disks to
ensure the safety of your data.
• Do not place floppy disks close to
strong magnetic fields such as those
generated by speakers or televisions,
as this could cause loss of data.
• Do not place floppy disks close to
heat sources or in direct sunlight as
this may warp the floppy disk,
making it unusable.

• Do not open the floppy disk shutter
or touch the disk surface. Dirt or
scratches on the disk surface may
make reading and writing
impossible.
• Avoid dropping liquids on floppy
disks.
• To protect important data, remove
floppy disks from the drive and store
them in a case when they are not
being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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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mory Stick”
On “Memory Sticks”
“Memory Stick” is a new compact, portable and versatile IC recording medium with a
data capacity that exceeds a floppy disk. “Memory Stick” is specially designed for
exchanging and sharing digital data among “Memory Stick” compatible products.
Because it is removable, “Memory Stick” can also used for external data storage.

Using “Memory Stick”
You can read data from and write data to “Memory Stick” using Windows file
operations.

Compatible “Memory Stick”
You can use the following types of “Memory Stick” with the drive.
• “Memory Stick”: standard blue “Memory Stick”.
• “MagicGate Memory Stick”: White “Memory Stick” incorporating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MagicGate*).
* MagicGate is a coding method that allows copyright protection.
Note
• Because the drive does not support the MagicGate standard, data recorded with the drive is not
subject to MagicGate copyright protection.
• “Memory Stick PRO” and “Memory Stick” (with memory select function) media have been
tested and confirmed to be compatible with this product.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as
described below.
Please read the descriptions of “Memory Stick” functions on the “Memory Stick” media package.

Memory Stick

*1

Write/Read

Memory Stick
Memory Stick (with memory select function)
(Memory Stick Duo)

Supported

MagicGate Memory Stick (MagicGate Memory Stick Duo)

Supported *1

Memory Stick PRO (Memory Stick PRO Duo)

Supported *1, 2

Data write/read requiring MagicGate functions cannot be performed.

*2

High speed transfer is not supported.
This product cannot read "Memory Stick" media used for Access Control with other units.
This product has been tested and confirmed to support up to 1GB capacity.
– Not all types of “Memory Stick” media are guaranteed to operate.
– To use “Memory stick Duo”, “MagicGate Memory Stick Duo” or “Memory Stick PRO Duo”
media, attach a dedicated adapter appropriate for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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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data on “Memory Stick”
To prevent accidental loss of important
data, use the write-protect switch on
“Memory Stick”. When you slide the
switch to the write-protect position, you
can read data on “Memory Stick”, but it
is impossible to write or delete data.

Contacts
Write-enable Write-protect
position
position

Place the label
position

If an error message appears
If an error occurs when reading or writing to “Memory Stick” and a blue screen appears
with a message indicating that data may be lost, “Memory Stick” may be writeprotected. In this case, slide the write-protect switch as illustrated above to remove the
protection. No data is erased from “Memory Stick” if this occurs.
Handling notes
Make sure that you take the following precautions when handling “Memory Stick”
to ensure the safety of your data.
• Data may be lost if:
• “Memory Stick” are formatted at the
time of manufacture. There is no
– A “Memory Stick” is removed
need to reformat them. Formatting a
from the drive or the computer
“Memory Stick” with your computer
turned off while reading or
may cause access problems when
writing data.
inserting it into other “Memory
– A “Memory Stick” is subjected to
Stick” compatible devices.
an electrostatic discharge or
• To use a “Memory Stick” formatted
electrostatic noise.
with a computer, reformat it with a
• When affixing a label to “Memory
“Memory Stick” compatible device.
Stick”, only use “Memory Stick”
• Other “Memory Stick” compatible
labels. Do not use other types of
devices require the
labels.
“MemoryStick.ind” file on the
• When storing or carrying a
“Memory Stick”. Do not erase this
“Memory Stick”, keep it in its
file.
original case.
• Do not attempt to defragment or
• Avoid touching the connector or
compress the “Memory Stick” drive.
making it come in contact with
metallic objects.
• Do not drop, bend, or submit
“Memory Stick” to external shock.
• Do not disassemble or modify
“Memory Stick”.
• Avoid dropping liquids on “Memory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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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Before consulting your Sony representative, verify the following. If you are still unable
to identify or solve your problem, consult your retailer or Sony representative.
Problem

Cause/Solution

The computer does not detect
the drive.

c Your computer and the drive may not be properly
connected. Disconnect the drive from the computer and
reconnect it.

Under Widows Me, 2000, and
98 SE, the “Memory Stick”
Reader/Writer icon is not
displayed in the “My Computer”
window when the drive is
connected.

c In Windows Me, 2000, and 98 SE, the “Memory Stick”
Reader/Writer appears as a “Removable Disk” icon.

Cannot insert a floppy disk or
“Memory Stick” into the drive.

c You may be trying to insert a floppy disk or “Memory
Stick” in the wrong direction. Make sure that you insert
them in the correc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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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Floppy disk drive
Data transfer rate
2HD
1 M bps Max.
2DD
500 k bps Max.
Compatible disks
3.5-in. 2HD (1.44 MB, 1.2 MB)
3.5-in. 2DD (720 KB)

“Memory Stick” slot
Data transfer rate
Up to 500 KB/s*
* Maximum read and write speeds
depend on the capabilities of the
computer and the type of “Memory
Stick” used.
Compatible “Memory Stick”
“Memory Stick”
“MagicGate Memory Stick”

Interface
USB

Operating and storage
environments
Temperature range
Operating temperature
5°C to 35°C
Storage temperature
–20°C to 55°C
Relative humidity
Operating humidity
20% to 80% (No condensation)
Storage humidity
15% to 90% (No condensation)

Power supply/Miscellaneous
Power supply
DC + 5 V (supplied by the USB
connector)
Power consumption
0.5 A (2.5W)
Size
Approx. 104 × 24.3 × 143 mm
(W × H × D, excluding projections)
Mass
Approx. 350 g
These specifications and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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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upport
Please consult the above sources before
calling with questions about using
MSFD-20U, or with technical questions
about the drive or the supplied software.
If using telephone or email support,
please have the following information
available:
•
•
•
•
•

Model number: MSFD-20U
Serial number
Date and place of purchase
Computer maker and model number
Computer specifications
(CPU speed, memory size, OS
version, etc.)

Local technical support is
available only in the following
sales region:
● For Customer in Korea
(Sony Korea Corp.):
Monday to Friday
10:00 a.m. - 7:00 p.m.
CS center of Sony Korea.
Tel.: 080-777-2000

16 GB

End User License Agreement
IMPORTANT NOTICE
The following “END USER LICENSE
AGREEMENT” applies to the USB Floppy
Disk Drive Device Driver software provided by
Sony. Please read the following “END USER
LICENSE AGREEMENT” before installing.
By installing the device driver software, you
agree to the “END USER LICENSE
AGREEMENT”.
END USER LICENSE AGREEMENT
This is a legal agreement between you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ser) and Sony
Corpor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Sony)
pertaining to the right to use the USB Floppy
Disk Drive Device Driver softwar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Using the
PROGRAM indicates your acceptance of these
terms and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ser and Sony.
1 Copyright and all other rights relating to the
PROGRAM and documents accompanying
the PROGRAM are owned by Sony or the
original rightful person or organiz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rightful
person) granting Sony the right to use the
PROGRAM. The User is granted no right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2 Sony grants the User the non-exclusive,
indivisible and non-transferable right to use
the PROGRAM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Sony product “USB floppy disk drive” for
which the PROGRAM designates.
3 The User may not transfer the Right of Use
described above to any third party nor allow
for any third party to use the PROGRAM
unless the User obtains the advance written
permission of Sony.

4 The User may not export or transport the
PROGRAM or documents accompanying the
PROGRAM from the country where the User
installed the PROGRAM to any other
country.
5 The User may not (i) update, add to, or
modify nor (ii) de-assemble or de-compile
the PROGRAM either in whole or in part.
6 THE PROGRAM IS PROVIDED “AS IS”
WITHOUT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NON-DEFECTIVENESS.
7 If any dispute relating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patent, or other intangible property
rights arises between the User and a third
party as a consequence of use of the
PROGRAM, the User shall settle the dispute
at the User’s own expense, and shall make no
claim against Sony or the original rightful
person.
8 Sony may terminate your license upon notice
for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se
Terms. Any such termination shall not affect
any payments, any compensation for damage.
Upon termination, you must immediately
destroy the Software together with all copies
in any form.
9 This Agreement has several non-English
language versions for the reference purpose
only.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and
any other language version,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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