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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K iR2771-S3

RAIDON InTANK iR2771-S3는 2개의 2.5” SATA 드라이브를 하나의 3.5” 드라이브 공간에 장착할 수
있는 특허 받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RAID 0 모드는 일반 하드 드라이브보다 빠르게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백업을 위해 RAID 1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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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로 쉽게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RAID 어레이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해 주세요. iR2771-S3를 표준
3.5" 드라이브 슬롯에 설치합니다. 이 내장형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은 더 큰
스토리지 볼륨이 필요하지만 공간이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5” HDD와 동일한 커넥터 위치
SATA 6.0 G/bs 호스트 인터페이스와 SATA 22핀 전원 공급 장치를 지원하며,
3.5" 하드 드라이브와 커넥터 위치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른 브래킷을 설치할
필요 없이 iR2771-S3를 기존 운영 체제의 내부에 설치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RAID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되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성능을 극대화하고 하나의 큰 볼륨에 여러 드라이브
용량을 추가합니다. 데이터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에
여러 드라이브에 분산됩니다. RAID 0은 데이터 중복성이나
내결함성이 없는 최고의 RAID 성능을 제공합니다.

총 볼륨

속도 모드

4TB

RAID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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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B DATA
총 볼륨

데이터 보호를 극대화합니다. 데이터는 동시에 두 드라이브
(미러)에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두 번째 드라이브가 인계받습니다. RAID 1은 하드 드라이브
스토리지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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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없이 전송 속도 향상 데이터 보안을 위한 실시간 백업

iR2771-S3 정교한 RAID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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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진 편집
iR2771-S3로 시스템 속도와 디지털 사진 보안 향상

iR2771-S3는 사진작가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하드 디스크 슬롯을 사용하여 솔리드 스테이트 하드 디스크(SSD)를 설치하면
PhotoShop이나 Lightroom을 실행한 다음, 사진을 편집하거나 썸네일을
검색할 때 시스템 성능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3.5" RAID 1로 구성된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게이머들은 많은 양의 원본 RAW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 후 후속 완성 파일을 저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상업용 회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백업
기업 회계 데이터베이스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RAID 1 사용

내구성이 뛰어난 솔리드 스테이트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서버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RAID 1에 최대 2TB 용량의 하드 디스크 2개를 설치하여 회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하드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회계 시스템 데이터의 불필요한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형 알루미늄 설계로 소중한 데이터 보호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설계된 iR2771-S3는 알루미늄 소재의 일반 제품보다
더 큰 충격을 견딜 수 있어 다양한 사용 조건의 영향으로부터 하드 드라이브를
보호합니다. 컴팩트한 알루미늄 케이스에는 대형 저소음 팬이 장착되어 하드
드라이브의 고장을 방지하고 RAID 시스템의 내부 열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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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771-S3 제품 스펙

인터페이스

하드 드라이브 지원

RAID 레벨

전기 및 작동 요구 사항

사이즈/무게

제품 코드

카톤

구성품

SATA III 6.0 Gb/s

2×2.5” SATA III 6.0Gb/s HDD/SSD

RAID 0/RAID 1

   라인 전압 : 12V/5V DC
   작동 온도 : 10° C ~ 35° C(50° F ~ 95° F)
   보관 온도 : -20° C ~ 47° C(-4° F ~ 116° F)
   상대 습도 : 5% ~ 95% 비응축

102(W) x 26(H) x 147(L) cm

EAN : 4711132865431  UPC : 884826503507

카톤 당 32개

iR2771-S3 x1
액세서리 키트
빠른 설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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