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2-B31/SR2-BA31/SR2-B31A 빠른 설치 가이드
제품 그림 및 부품 목록

 하드웨어 설치

참고 : 다른 제조업체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나 동일한 제조업체의 다른 모델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SR2를 설치해 주세요.

하드 디스크가 포맷된 후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감지한 SR2의 실제 총 용량은 제조업체가 명시한 모든 하드 디스크
용량의 합계와 다릅니다.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시스템이 실행되는 동안 SR2를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시스템이 초기화된 후, 사용 중에 하드 디스크를 전환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RAID가 시스템에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AID 모드가 설정 후, 하드 드라이브를 전환하면 하드 디스크로부터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를 백업해 주세요.

RAID 모드를 추가 또는 변경한 후 제품을 재시작해야 하며, 업데이트는 새로운 RAID 모드로 적용됩니다.

SR2를 종료하거나 연결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 전원을 끄기 전에 운영 체제를 통해 HDD가 안전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용자는 전면 패널 LCM과 하단 버튼을 통해 SR2의 RAID 레벨과 기본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R2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는 다른 스토리지 장치나 원격 사이트에 백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STARDOM은
SR2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indows 또는 macOS 등의 운영 체제를 이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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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시 패키지 안에 다음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및 액세서리에 결함이나 누락된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 판매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드라이버 및 기타 관련 자료는 www.raidmall.com 제품 상세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R2 제품 x 1(탈부착식 드라이브 트레이 x2)

USB 3.2 C-C 케이블 x1(SR2-BA31/SR2/B31용) 전원 케이블 x1

USB 3.2 C-A 케이블 x1(SR2-BA31/SR2/B31용) 나사 & 이젝터 핀

빠른 설치 가이드 x1

시스템을 안정된 표면에 놓습니다. 통풍구를 막지 않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물 근처나 손상되기 쉬운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젝트 핀을 사용하여 핀 해제 구멍에 삽입 후 이동식 드라이브 트레이를 분리시켜
줍니다.

3.5” HDD/SSD의 경우,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큰 나사를 사용해 고정시킵니다. 2.5” HDD/SSD의
경우,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작은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주세요.

하드 디스크(HDD) 설치가 완료되면 시스템에 하드 디스크(HDD) 트레이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사용자는 전면의 LCM과 버튼을 사용하여 RAID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RAID 1 모드입니다.
「퀵 셋업」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RAID 모드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설정 방법은 www.raidmall.com 제품 상세페이지 하단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한 후, 5~8번
섹션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원 케이블을 전원 콘센트와 SR2에 연결합니다.

컴퓨터 USB 포트 유형에 따라 구성품에서 해당 USB 케이블을 선택하여 컴퓨터를 SR2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LCM 디스플레이에 다음 그림이 표시되면 전원 켜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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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셧다운 모드에서 거의 전원이 꺼진 상태이며, 하드디스크/LCM/팬은 모두 동작하지 않아 추후 시동을 위한
준비를 위해 소량의 전원만 공급합니다.

USB 3.2 C-A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최상의 액세스 성능을 위해 호스트 측의 Type-A는 USB 3.2 Gen2여야
합니다.

※ SR2의 공장 출하시 기본값은 RAID 1 모드입니다.

 

RAIDON RAIDbox2 
RAID-1 vxxxxxx.x

Pri HDD : OK
Sec HDD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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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DD

Disk Idle 파란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Rebuilding - Source

Rebuilding - Target

파란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깜박임

Fan Failed

Over Temp(≥50˚C)

상태 알람 표시 버저HDD 액세스 표시등

Access 보라색 표시등이 깜박임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파란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예

예

예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HDD 상태 표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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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 디스플레이

전원 터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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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품 뒷면의 주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제품 전면의 전원 터치 스위치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그런 다음 "    "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제품 전면의 전원 터치 스위치를 가볍게 누릅니다.

현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을 전원 끄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 기호 "    "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제품 전면의 전원 터치 스위치를 누릅니다. 제품을 사용하려면 제품 전면의 전원 터치 스위치를 전원
기호 "    "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눌러주세요.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주전원 스위치를 꺼주세요. 먼저 전원 기호 "    "이 빨간색으로 바뀔때까지
제품 전면의 전원 터치 스위치를 살짝 누른 다음 제품 뒷면의 전원 메인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끕니다. 

전면 패널 작동 설명

ENTER : 다음 레벨로 진입 또는 확인
ESC : 다음 레벨로 돌아가거나 취소
UP/DOWN : 항목 선택
MUTE : 부저가 울리면 부저 끔

중요 주의사항

스타덤의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에 제공된 정보는 출시 전 작성되었으며, 실제 제품 사양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사양과 업데이트는
www.stardom.com.tw 또는 판매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STARDOM은 RAIDON TECHNOLOGY, INC의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 설명서를 포함한 모든 제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RAIDON TECHNOLOGY, INC에 있습니다.

후면

Before switch on, please ensure 
all plugs are properly and 
securely attache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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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문의 전화 02-704-9992 / 채팅 https://j0oe7.chann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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