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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RAIDON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InTANK iR2622 스토리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iR2622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자 매뉴얼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게시 전에 이미 신중
하게 확인되었지만 실제 제품과 사양은 RAIDON에서 배송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 사양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는 www.raidon.com.tw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AIDON의 제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최신 제품 정보, 사용자 매뉴얼 업데이트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알고
싶은 경우, 판매처에 문의 또는 www.raidon.com.tw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Raidon Technology, Inc. All rights reserved.

2. 환경 요구 사항

작동 온도 : 0 ~ 40˚ C(32 ~ 104˚ F)
보관 온도 : -10 ~ 70˚ C(14 ~ 158˚ F)
라인 전압 : 5V DC

3. 패키지 내용물 & 제품 보기

• 제품 및 부속품에 결함이나 누락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제품 공급자에게 문의주세요.
드라이버 및 기타 관련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려면 공식 홈페이지(www.raidon.com.tw)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패키지를 열면 다음 부품이 있습니다.

iR2622
iR2622 x1(탈착식 드라이브 트레이 포함 x2)  

SATA 케이블 x1 

나사 & 키

빠른 설치 가이드 x1

iR2622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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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D 디스플레이
2. 고장 알람 LED
3. Pri. HDD 상태 표시기
4. Sec. HDD 상태 표시기
5. 음소거 버튼
6. 이동식 드라이브 트레이
7. HDD 트레이 키 잠금
8. HDD 액세스

1. 냉각 팬
2. RAID 모드 스위치
3. RS232 포트
4. SATA 포트
5. 15핀 전원 커넥터
6. 4핀 SATA 커넥터

전면

1 3
4

5

6

6

7
8

8
7

2

Pri HDD

Sec HDD

후면

1
3

4

5
6

2

LED 표시등

대기

HDD 오류

액세스

리빌딩(Source)

리빌딩(Target)

팬 고장

과열

상태 HDD 1 HDD 2 TRAY 1 TRAY 2 버저실패 LED

-

켜짐

-

-

-

켜짐

켜짐

-

빨간색/불 켜짐

-

-

-

빨간색/불 켜짐

빨간색/불 켜짐

주황색/불 켜짐

-

주황색/불 켜짐

주황색/불 켜짐

-

-

-

파란색/불 켜짐

빨간색/불 켜짐

파란색&보라색/깜박임

파란색/불 켜짐

빨간색/깜빡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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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622 제품을 통해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효율성을 기대한다면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충돌 및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기 전에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에 배드 블록이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인식하는 iR2622의 실제 저장 용량은 드라이브가 포맷된 후 결합된 하드 드라이브에 명시된 총 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iR2622 본체에 포함된 중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또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원격 또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RAIDON은 장치 사용 중 발생한 데이터 손실 또는 손실된 데이터 복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5.

6.

RAID 모드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후 제품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업데이트는 새로운 RAID 모드로 보장됩니다.7.

8.

참고 : 드라이브 모드 구성이 완료되면 동일한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모드를 재구성할 경우, 데이터가 완전히
          손실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5. 하드웨어 설치 절차

하드웨어 설치를 완료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라주세요.

2.

3.

시스템을 안정된 표면에 놓습니다. 통풍구를 막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물 근처나 손상되기 쉬운 장소
로부터 멀리 둡니다.

1. 포장 개봉 후 동봉된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꺼냅니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즉시 판매처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키를 키 액세스 구멍에 삽입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이동식 드라이브 트레이를 분리
시켜 줍니다.

4. 실수로 인해 하드 드라이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드 드라이브를 이동식 드라이브 트레이에 장착하고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된 나사로 고정합니다.

5. 하드 드라이브 설치가 완료되면 하드 드라이브 트레이를 시스템에 수평으로 삽입하고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6. 포함된 기본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iR2622를 연결합니다.

4. 하드웨어 요구 사항 & 주의 사항

컴퓨터 또는 서버에서 SATA I, SATA II, SATA III를 지원해야 합니다.

하드 드라이브가 SATA I, SATA II 또는 SATA III를 지원해야 합니다.

iR2622를 사용하기 전에 저장 모드(기본값은 독립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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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케이스

S
A
T
A

S
A
T
A

45cm SATA 케이블

전원 공급 커넥터

1

2

SATA 포트

iR2622
전원 공급

마더보드

COM1
COM2

1

2

1. 적절한 지침과 승인 없이 장치를 분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조 보증은 무단 분해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가 안정적인 전원 입력의 직접 및 전용 전원 연결부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참고

6. 하드 드라이브 어레이 모드 설정

후면 패널에 있는 점퍼를 사용하여 RAID 모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RAID 1이지만, RAID 모드 선택을 위해 후면
패널에 세 개의 핀이 있습니다. 두 핀의 하단에 점퍼를 설정하여 RAID 0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핀의 상단에
점퍼를 설정하여 RAID 1 모드를 설정합니다.

두 개의 새 하드 드라이브를 iR2622에 삽입합니다. 최대 용량을 확보하려면 두 개의 동일한 하드 드라
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이 다를 경우, iR2622는 작은 용량의 하드 드라
이브로 적용됩니다.

RAID 1 모드에서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는 미러링 기능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가지므로 장애가 발생한
각 하드 드라이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하드 디스크를 새 하드 디스크로 교체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새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를 리빌딩합니다.

1. RAID 1 모드

1)

두 개의 새 하드 드라이브를 iR2622에 삽입합니다. 최대 용량을 확보하려면 두 개의 동일한 하드 드라
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이 다를 경우, iR2622는 작은 용량의 하드 드라
이브로 적용됩니다.

2. RAID 0 모드

1)

2)

RAID 0 모드에서는 용량이 하나의 큰 볼륨으로 추가되며 읽기/쓰기 성능이 더욱 빨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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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컴퓨터 설정

iR2622의 하드웨어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기기를 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드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iR2622는 단일
하드 드라이브로 취급됩니다. 컴퓨터의 BIOS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AUTO로 설정합니다. 컴퓨터가 켜지면 시스템이
다음 정보를 검색합니다.

1.

2.

iR2622에서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는 Windows용 컴퓨터 관리의 장치 관리자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iR2622를 사용하기 전에 운영 체제의 디스크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일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처럼 자유
롭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iR2622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질문&답변 섹션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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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CD 화면의 하드 디스크 상태

1. 부팅 및 정상 상태

iR2622
RAID-1 vxxxxxx.x

Pri HDD : OK
Sec HDD : OK

 
2. 과열(≥50˚ C)

Pri HDD : OK
Sec HDD : OK          T

3. 팬 고장

Pri HDD : OK           F
Sec HDD : OK

4. RAID 1 성능 저하 : Pri 하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Sec 하드 드라이브는 정상입니다.

RAID-1 degraded
Pri : X Sec : O

5. RAID 1 오류 : Pri 및 Sec 하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RAID-1 failure
Pri : X Sec : X

6. RAID 1 오류 : 더블 소스

RAID-1 failure
Double Source

7. RAID 0 오류 : Pri 하드 드라이브는 없지만 Sec 하드 드라이브는 정상입니다.

RAID-0 failure
Pri : M Sec :O

8. 리빌딩

Rebuilding
Sec → Pri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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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터 리빌딩 작업

핫 스왑 가능한 하드 드라이브 및 자동 리빌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2622 시스템에서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LCD 디스플레이 화면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하드 드라이브 오류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사용자는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시스템이 작동 중인
동안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를 바로 교체하면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의 작동 명령 없이 자동 리빌딩 기능을 실행합니다.

오프라인 백업 데이터가 iR2622 내에 저장되면 사용자는 시스템 운영 파일, 보안 파일, 거의 수정되지 않는 파일 또는
이미지, 음악 파일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백업 드라이브로 iR2622에서 하드 드라이브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드 드라이브를 iR2622에 다시 삽입 후, 자동 백업을 실행해 시스템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두 하드 드라이브가 동시에 고장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iR2622가 하드 드라이브 누락 또는 하드 드라이브 오류를 감지하면 부저가 울리고 LCD 디스플레이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RAID-1 degraded
Pri : X Sec : O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하고 새 하드 드라이브로 교체한 후, 하드 드라이브가 제대로 설치되면 LCD 디스
플레이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ri HDD : OK
Sec HDD : Insert

Pri HDD : Insert
Sec HDD : OK

새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몇 초 후에 LCD 디스플레이 화면에 데이터 리빌딩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Rebuilding
Sec → Pri 32%

Rebuilding
Pri → Sec 32%

리빌딩이 완전히 완료되면 LCD 디스플레이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Pri HDD : OK
Sec HDD : O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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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UI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펌웨어 업데이트

GU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iR2622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GUI는 www.raidmall.com 제품 상세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GUI는 iR2622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1. 시스템 상태

이 GUI를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Load’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할 펌웨어 파일을 찾습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 전원을 다시 시작해야 새로 업데이트된 펌웨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펌웨어 업그레이드

주의 : 임의의 펌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HDD1은 Pri HDD, HDD2는 Sec HDD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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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오작동 또는 제거 알림을 위한 전자 메일 주소 구성합니다.

3-1. 설정
      1) 보내는 SMTP를 선택하고 메일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2)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 SMTP 로그인 인증 옵션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구성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3-2. HDD 장애/장치 제거
      1) 알림을 받을 메일 주소를 입력 후, ‘+’를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가 알림 목록에 추가됩니다.(최대 10개)
      2) ‘Subject’와 ‘Contents’에 오류 메시지와 설명을 삽입합니다.
      3) 구성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3. 이메일 알림

적용하려면 구성 중에 장치가 작동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용하려면 구성 중에 장치가 작동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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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M.A.R.T

5.  GUI 관리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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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A:

두 번째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드 드라이브의 저장 용량은 첫 번째 하드 드라이브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R2622가 새 하드
드라이브를 리빌딩할 수 없습니다.

Q2.

A:

데이터 자동 리빌딩 중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나요?

데이터 자동 리빌딩 기능은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는 자동 리빌딩
프로세스 중에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빌딩 과정 중 원래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불량 섹터가 함께 감지되면
iR2622는 불량 섹터를 하드 드라이브 장애로 처리하는 대신 가상 복제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불량 섹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리빌딩 중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자동 리빌딩 기능 정보

Q1.

A:

iR2622가 데이터 자동 리빌딩을 실행하는 동안 컴퓨터 전원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미러 모드(RAID 1)에서 리빌딩 작업 중에 컴퓨터 전원이 꺼진 경우에도 컨트롤러는 자동 리빌딩 프로세스의 진행률을
기억하고 전원이 다시 켜지면 리빌딩 프로세스를 재개합니다.

11. 질문 & 답변

iR2622 연결 후, 시스템 불안정

Q1.

A:

iR2622를 설치한 후 컴퓨터를 시작할 수 없거나 컴퓨터가 시작 시 iR2622를 찾을 수 없습니다.

iR2622 LCD 디스플레이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SATA 케이블이 컴퓨터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SATA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사용자가 여전히 컴퓨터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호환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support@andico.co.kr 또는 02-704-9992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Q2.

A:

iR2622 사용 시 컴퓨터 시스템은 정상 동작하나, iR2622 액세스 속도는 비정상입니다.

먼저, iR2622가 데이터 자동 리빌딩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드라이브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하는 연결 케이블, SATA 케이블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지, 케이블의 사양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케이블 길이와 사양이 모두 정상인 경우, iR2622를 끄고 iR2622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하드 드라
이브의 불량 섹터가 정상일 때 보다 시스템 다운타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으므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직접 하드
드라이브를 테스트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오류

Q1.

A:

미러 모드(RAID 1)에서 새 하드 드라이브를 추가할 때 총 저장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iR2622의 총 저장 용량은 최초 사용 시 설치된 기본 하드 드라이브의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장 용량이 더 큰 새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하더라도 초기 설치 후에는 저장 용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1.
2.

3.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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