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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TARDOM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RDOM SR2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매뉴얼을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본 설명서에 제공된 정보는 출시 전 작성되었으며, 실제 제품 사양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사양과 업데이트는 www.stardom.com.t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별도 통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STARDOM 제품에 관한 질문은 현지 공급업체에 문의하거나 www.stardom.com.tw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본 설명서의 모든 제품 관련 내용은 STARDOM TECHNOLOGY, INC.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1. 환경 요구 사항
작동 온도 : 0 ~ 40˚ C(32 ~ 104˚ F)
보관 온도 : -20 ~ 47˚ C(-4 ~ 116˚ F)
라인 전압 : 100 ~ 240V AC

2. 패키지 내용 & 제품 보기
패키지를 열면 다음 부품이 있습니다.
SR2-BA31 제품 x1
(탈부착식 드라이브 트레이 포함 x2)

SR2-B31 제품 x1
(탈부착식 드라이브 트레이 포함x 2)

SR2-B31A 제품 x1
(탈부착식 드라이브 트레이 포함x 2)

USB 3.2 C-C 케이블 x1

USB 3.2 C-C 케이블 x1

――

USB 3.2 C-A 케이블 x1

――

USB 3.2 C-A 케이블 x1

전원 케이블 x1

전원 케이블 x1

전원 케이블 x1

빠른 설치 가이드 x1

빠른 설치 가이드 x1

빠른 설치 가이드 x1

나사 & 이젝터 핀

나사 & 이젝터 핀

나사 & 이젝터 핀

• 제품 및 액세서리에 결함이나 부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제품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드라이버 및 기타 관련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려면 공식 웹 사이트 다운로드 페이지(http://www.stardom.com.tw/
STARDOM2016/download.php)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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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기

전면

A
C

D

A. LCM 디스플레이

B
E

F

B. 전원 터치 스위치

H

G

D. DOWN 버튼
E. ESC 버튼

J
I

C. UP 버튼

F. ENTER 버튼

K

G. 알람 표시등
H. 음소거 버튼
I. HDD 인클로저 핸들
J. HDD 액세스 표시등
K. HDD 인클로저 핀 해제 구멍

후면

M
Before switch on, please ensure
all plugs are properly and
securely attached.

L

L. 전원 소켓
M. 주 전원 스위치
N. 팬

N

P

O

O. USB 3.2 Gen2 Type-C
포트(10Gbps)
P. 도난 방지 잠금 장치

USB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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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등
상태

HDD 액세스 표시등

알람 표시

버저

No HDD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예

Access

보라색 표시등이 깜박임

Disk Idle

파란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Rebuilding - Source

파란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Rebuilding - Target

빨간색 표시등이 깜박임

Fan Failed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예

Over Temp(≥50˚C)

파란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빨간색 표시등이 항상 켜짐

예

3. 하드웨어 요구 사항 & 주의 사항
1. 하드 디스크가 포맷된 후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감지한 SR2의 실제 총 용량은 제조업체가 명시한 모든 하드 디스크
용량의 합계와 다릅니다.
2.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시스템이 실행되는 동안 SR2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3. 시스템이 초기화된 후에는 사용 중에 하드 디스크를 전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RAID가 시스템에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RAID 모드가 설정 후, 하드 드라이브를 전환하면 하드 디스크로부터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를 백업하십시오.
5. RAID 모드를 추가 또는 변경한 후 제품을 재시작해야 하며, 업데이트는 새로운 RAID 모드로 적용됩니다.
6. SR2를 종료하거나 연결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 전원을 끄기 전에 운영 체제를 통해 HDD가 안전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7. 사용자는 전면 패널 LCM과 하단 버튼을 통해 SR2의 RAID 레벨과 기본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SR2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는 다른 스토리지 장치나 원격 사이트에 백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STARDOM은
SR2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Windows 또는 macOS 등의 운영 체제를 이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사용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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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드웨어 설치 절차
하드웨어 설치를 완료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시스템을 안정된 표면에 놓습니다. 통풍구를 막지 않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물 근처나 손상되기 쉬운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젝트 핀을 사용하여 핀 해제 구멍에 삽입 후 이동식 드라이브 트레이를 분리시켜
줍니다.
3. 3.5” HDD/SSD의 경우,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큰 나사를 사용해 고정해주세요. 2.5” HDD/SSD의
경우, 액세서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작은 나사를 사용해 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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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드 디스크(HDD) 설치가 완료되면 시스템에 하드 디스크(HDD) 트레이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5. 전원 케이블을 전원 콘센트와 SR2에 연결합니다.
6. 컴퓨터 USB 포트 유형에 따라 구성품에서 해당 USB 케이블을 선택하여 컴퓨터를 SR2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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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LCM 디스플레이에 다음 그림이 표시되면 전원 켜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 SR2의 공장 출하시 기본값은 RAID 1 모드입니다.

RAIDON RAIDbox2
RAID-1 vxxxxxx.x

Pri HDD : OK
Sec HDD : OK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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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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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3.2 C-A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최상의 액세스 성능을 위해 호스트 측의 Type-A는 USB 3.2 Gen2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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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ID 모드를 전환하는 방법
전면 패널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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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2의 기본 설정은 RAID 1입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먼저 제품 뒷면에 있는 주전원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켜면 제품 전면에 있는 전원 터치 스위치가 빨간색으로 점등
하고 전원 기호 ‘ ‘가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제품 전면에 있는 전원 터치 스위치를 가볍게 누릅니다. 전원 켜기
화면에 LCM이 나타나면 ’UP’를 누릅니다.

RAIDON RAIDbox2
RAID-1 vxxxxxx.x
2.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RAID 모드를 전환하려면 ‘Enter’를 누르고, 그렇지 않으면 ‘ESC’를 누르십시오.

Change to RAID-0
Ent = Yes Esc = No
3. ‘ENTER’를 누르고 LCM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면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SR2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RaidMode Changed
Please Reboot

RAIDON RAIDbox2
RAID-0 v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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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드 드라이브 교체 지침
정상 작동 상태에서 LCM ‘Pri: X’ 또는 ‘Sec: M’의 오디오 알람이 활성화되면 하드 드라이브가 오작동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시스템 전면에 있는 MUTE 버튼을 눌러 오디오 알람을 비활성화하고 시스템을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SR2를 재시작하여 드라이브가 실제로 오작동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실제로 오작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아래 지침에 따라 오작동하는 드라이브 교체를 완료하십시오.

1.

RAID-1 degraded
Pri : X Sec : O

RAID-0 failed
Pri : O Sec : M

기본 드라이브 손상

보조 드라이브 분실

SR2의 전원을 끕니다. 해당 드라이브 위치에서 LCM의 드라이브 ‘X/M’을 추출하고 새 교체 드라이브로 교체
합니다. 드라이브의 위치를 바꾸지 마십시오.

2. 교체가 완료되면 SR2의 전원을 켭니다. 시스템 초기화가 완료되면 LCM은 리빌딩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7. 데이터 리빌딩
SR2를 사용하는 동안 오작동하는 드라이브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6장 "하드 드라이브 교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드라이브 교체가 완료되고 SR2의 전원을 켜면 시스템이 데이터 재구성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리빌딩 처리 시간은 드라이브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 중 시스템을 사용하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데이터 리빌딩 프로세스 중에 LCM 패널에 리빌딩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샘플 다이어그램입니다.

Pri : HDD Insert
Sec HDD : OK

Rebuilding
Sec → Pri 32%
OR

Pri : HDD Insert
Sec HDD : OK

Rebuilding
Sec → Pri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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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빌딩 프로세스 중에 드라이브가 오작동하여 계속할 수 없는 경우, SR2를 재시작하여 드라이브가 실제로 오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6장 "하드 드라이브 교체 지침"을 참조하여 오작동하는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다음은 드라이브 오작동의 샘플 다이어그램입니다.

Pri HDD : Fail
Sec HDD : OK

Pri HDD : OK
Sec HDD : Fail

리빌딩 중 기본 드라이브 오류

리빌딩 중 보조 드라이브 오류

주의 : 다음에 장치의 전원을 켜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머지 처리를 계속합니다. 드라이브의 위치를
전환하지 마십시오.

8. 시스템 & 작동 절차의 추가 표시 메시지
SR2 전면 LCM 패널에서는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펌웨어 버전, 시스템 온도, 팬 상태 등의 추가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계속 누르면 메뉴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3초 이내에 누르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갑니다.

System Temp.
50˚ C

System FAN
xxxx RPM

시스템 온도 메시지

시스템 팬 RPM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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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UI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펌웨어 업데이트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GUI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HDD1은 Pri HDD, HDD2는 Sec HDD와 동일

1. 시스템 상태
이 GUI는 연결된 SR2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2. 펌웨어 업데이트
이 GUI를 통해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Load’ 버튼을 클릭하여 펌웨어 파일을 찾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
되면 전원을 다시 켜서 새로 업데이트된 펌웨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임의의 펌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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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 알림
드라이브 오작동 또는 제거 알림을 위한 전자 메일 주소 구성
3-1 설정
1) 「발신」SMTP 와 전자 메일의 이름과 주소를 삽입합니다.
2)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 ‘SMTP 로그인 인증’ 옵션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설징이 완료되면 OK(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적용하려면 구성 중에 장치가 작동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2 HDD 장애/장치 분리
1) 알림을 받을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를 클릭하면 삽입된 이메일 주소가 알림 목록에 추가됩니다.
(최대 10개의 이메일 주소)
2) ‘제목’ 및 ‘내용’ 열에서 오류 메시지와 설명을 삽입합니다.
3)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적용하려면 구성 중에 장치가 작동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9

SR2 시리즈 사용자 매뉴얼

4. S.M.A.R.T.

5. GUI 관리 소프트웨어 버전을 나타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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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장치에 운영 체제 설치
macOS 설치 (macOS Mojave 10.14 사용)
1.

네트워크 온라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메뉴 표시줄의 Wi-Fi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macOS 복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Mac 전원을 켜고 즉시 Command(⌘)-R을 길게 누릅니다. Apple 로고 또는 회전하는 지구본이 보일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창이 표시되면 부팅이 완료됩니다.

3. macOS를 설치하기 전에 디스크를 지워야 하는 경우, 유틸리티 창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클릭
하십시오. Mac을 판매 또는 양도하거나 지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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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cOS를 설치합니다. 유틸리티 창에서 macOS 재설치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5. 화면의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를 선택한 다음 디스크를 선택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6. Mac을 잠자기 상태로 두거나 뚜껑를 닫지 않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치하는 동안 Mac이 재시동되고
진행률 표시줄이 여러 번 표시될 수 있으며 한 번에 몇 분 동안 화면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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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설치 (Windows 10 Home Edition 사용)
1.

다음 내용은 "WinToUSB Free Edi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예입니다. 관련 사양 및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공식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바탕화면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두 번 눌러 Hasleo WinToUSB를 엽니다.

3. 인터페이스 왼쪽에서 "Mirror to USB"를 선택하고 오른쪽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Windows 10용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설치하려는 Windows 버전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참고 : WinToUSB Free Edition은 Windows Professional 및 Enterprise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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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할 USB 외장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6. 개인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디스크 파티션 구성의 버전을 선택하고 ‘Yes’를 실행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7. 기본값을 따르고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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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indows 10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종료]버튼을 클릭하여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9. 컴퓨터의 USB 슬롯에 외장 하드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부팅 후 BIOS에 진입하거나 UEFI가
USB 외장 하드 디스크 상자에 첫 번째 부팅 순서로 조정되고 설정을 저장하고 나갑니다.

참고 : 스크린샷은 예시용이며 실제 상황은 각 마더보드에 따라 다릅니다.

10. 그런 다음 Windows 10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시스템 지침 및 개인 요구 사항에 따라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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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주 묻는 질문
Q1. SR2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려면 어떤 드라이브 포맷을 선택해야 합니까?
A : 가장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 Windows 2000/XP/Vista/7/8/10 시스템용 NTFS 형식 사용
2) Mac OS X 시스템에 HFS+(Mac OS 확장) 형식 사용
3) Windows 및 Mac 환경 모두에서 SR2를 사용하는 경우, FAT32 형식을 선택하십시오(하나의 단일 파일의
최대 크기는 4GB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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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ardom.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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