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
1. 편리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LCD Display 탑재
2. USB Type-C/USB Type-A 호스트 인터페이스 지원
3. 하드웨어 RAID 0/5/JBOD 지원
4. 디스플레이 확장용 Display포트 지원
5. 24W USB PD로 노트북 & 휴대전화 충전 지원
6. 2.5” 또는 3.5” SATA HDD/SSD 지원 & 핫 스왑 가능
7. 알루미늄 섀시 디자인, 강력하고 빠른 열 방출
8. 스마트 팬 및 부저 조정 기능
9. MacOS & Windows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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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4-BA31+는 RAID 0/RAID 5/JBOD 기능이 있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 스토리지로, 4개의 2.5” 또는 3.5” SATA
HDD/SSD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터치 버튼 디자인은 전원 설정과 스위칭에 편리하며, USB PD 기능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포트를 통해 화면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알루미늄 합금 외관과
데이터 보호와 모바일 편의성을 완벽하게 통합한 하드 드라이브 트레이 모듈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SOHORAID SR4-BA31+
4베이 하드웨어 RAID 5 스토리지(2.5”&3.5” SATAIII HDD/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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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왑 가능한 디스크 트레이, 2.5”/3.5”
디스크 지원

사용하기 쉬운 디스크 트레이와 함께 제공되는 SR4는
시중에 판매중인 대부분의 2.5"/3.5" 디스크(HDD/SSD
모두)를 지원합니다. RAID 5 모드에서 1개의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SR4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장애가 발생한 디스크를 핫스왑해 새로운 디스크로 교체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SR4를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 설계

SR4의 새로운 외관은 전원을 위한 터치 버튼과 사용자
친화적인 설정 기능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제품 후면의
전원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되며 언제든지 전원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수로 전원 버튼을 눌러 장치가 즉시 종료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전원 끄기 모드에 특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SR4는 새로운 모든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디스플레이USB Type-C & Type-A 호스트와 호환

STARDOM은 판독 가능한 LCD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모니터링용 LED 표시등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항상
시스템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시각 및 청각 경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모든 PC/Mac에 USB Type-C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SR4-BA31+은 USB Type-C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며, USB C-C 타입 케이블과 USB C-A
타입, 두 종류의 USB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용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댑터나 다른 케이블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비 디스크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스펙

인터페이스

1 x USB 3.2 Gen1 USB-C
1 x Display 포트(DP 1.1a)
  - USB-C 통해 5V/3A(15W), 9V/2A(18W), 12V/2A(24W) 충전 지원
  - USB PD 충전/디스플레이 기능은 USB-C-C 케이블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호스트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야 사용 가능

호환 드라이브 4 x 2.5"/3.5" SATAIII(6Gbps) HDD/SSD

인증 CE/FCC

저장 모드 RAID 0/RAID 5/JBOD

냉각 팬 8cm 저소음 팬 x1

운영체제 지원 Windows 7 이상, OS X 10.10 이상

전기 및 작동 요구 사항

• 라인 전압: 100-240V AC
• 주파수: 50Hz ~ 60Hz, 단상
• 최대 연속 전력: 150W
• 작동 온도: 32° ~ 104° F(0° ~ 40° C)
• 보관 온도: -4° ~ 116° F(-20° ~ 47° C)
• 상대 습도: 5% ~ 95% 비응축

사이즈 높이 : 168 mm     폭 : 125 mm     깊이 : 212 mm

제품 코드 SR4-BA31+         EAN：4713227441414     UPC：884826505976
SR4-BA31+ B      EAN：4713227441421      UPC：884826505983

판지 판지 당 4pcs

패키지 구성품

• SR4-BA31+ x1
• USB C-C 케이블 x1
• USB C-A 케이블 x1
• 전원 케이블 x1
• 빠른 설치 가이드 x1
• 액세서리 키트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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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DD 상태 표시 LED
B. HDD 트레이 키 잠금
C. HDD 트레이
D. 전원 터치 스위치
E. 알람 표시
F. 터치 설정 버튼
G. LCM 디스플레이
H. 음소거 버튼
I. Display 포트
J. USB 3.1 C타입 포트 x1
K. 냉각 팬
L. 전원 스위치
M. 전원 소켓
N. 팬 스위치
O. 켄싱턴 보안 슬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