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3.2 Gen 2 USB-C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2베이 RAID 스토리지

SOHORAID ST2-BA31
RAID IC를 사용해야 서로 다른 운영 체제(예: Windows 및 MacOS) 간에 RAI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RAID IC를 통해 데이터 스토리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컴퓨터의 CPU 자체가 소프트웨어 실행과 작업에
집중하여 작업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ST2에는 10Gbps 대역폭과 최신 USB Type-C 전송
인터페이스를 갖춘 하나의 하드웨어 RAID I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송 성능이 빠를 뿐만 아니라 크로스 플랫폼
사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델에 따라 다른 USB 케이블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USB Type-A나
Type-C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도록 호스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 중인 호스트 환경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유연
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하드웨어 RAID, 다른 운영 체제와 함께 사용 가능
2. USB 3.2 Gen 2 10Gbps 대역폭
3. RAID 0/1/JBOD/BIG 4가지 RAID 모드 제공
4. USB Type-C 및 Type-A 호스트 지원
5. 플러그 앤 플레이, 드라이버 필요 없음
6. 핫 스왑이 가능한 디스크 트레이 설계
7. 디스크 상태 LED 표시등
8. 저소음 팬 & 빠른 열 방출이 가능한 알루미늄 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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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OM은 raidon Technology inc.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USB 3.2 Gen2 인터페이스 대역폭 최대
10Gbps
ST2-BA31는 USB Type-C 전송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10Gbps 대역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검색, 사진 편집 또는 4K 고화질 비디오 감상에
있어 매우 쾌적한 비디오와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40Gbps

4가지 RAID 모드
ST2-BA31는 RAID 1(안전 모드)/RAID 0(속도 모드)/
JBOD(2개의 독립 볼륨)/BIG 모드 4가지 모드를 지원
합니다. 사용자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RAID 1: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완전 자동 백업
• RAID 0 : 스토리지 용량 및 성능 향상
• JBOD : 독립 용량 모드
• BIG : 2개의 디스크 용량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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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3.2 Type C-C/Type C-A 케이블
제공
ST2 시리즈는 모델에 따라 다른 USB 케이블을 제공합
니다. 사용자는 USB Type-C 또는 USB Type-A가 있는
모든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으며, 전송은 최대
10Gbps의 액세스 성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핫스왑 가능한 디스크 트레이
STARDOM의 설치가 간편한 디스크 트레이 모듈이 있는
ST2는 2.5”와 3.5” SATA 디스크를 모두 지원합니다.
내부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케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잠금 기능을
통해 ST2의 디스크가 실수로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 디스크 트레이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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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원 소켓
B. 전원 스위치
C. RAID 모드 스위치
D. USB 3.1 Type-C 포트
E. 리셋 구멍
F. 팬
G. 팬 속도 스위치
H. HDD 상태 표시등 LED
I. HDD 인클로저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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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스펙
인터페이스

1 x USB 3.2 Gen2 Type-C 포트(10Gbps)

호환 드라이브

2 x 2.5"/3.5" SATA Disk(HDD/SSD)

인증

CE/FCC

저장 모드

RAID 1 -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완전 자동 백업
RAID 0 - 스토리지 용량 및 성능 향상
JBOD - 독립 용량 모드
BIG - 두 개의 디스크 용량 결합

운영체제 지원

Windows 7 이상, OS X 10.10 이상

냉각 시스템

4cm 저소음 팬

전기 및 작동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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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높이 : 120 mm

제품 코드

ST2-BA31
ST2-BA31-B

판지

판지 당 8pcs

패키지 구성품

@StardomGlobal

폭 : 64 mm

깊이 : 245 mm

EAN：4713227441124
EAN：4713227441131

UPC：884826505686
UPC：884826505693

• ST2 제품 x1(디스크 트레이 2개 포함)
• USB 3.2 Gen2(Type-C-Type-C) 케이블 x1(ST2-B31/ST2-BA31용)
• USB 3.2 Gen2(Type-C-Type-A) 케이블 x1(ST2-B31/ST2-BA31용)
• AC-DC 전원 어댑터 x1
• 전원 케이블 x1
• 빠른 설치 가이드 x1
• 액세서리 키트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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