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설명서 

SATA Raid Card User’s Guide 
 

NEXT SATA Raid Card 사용자 설명서 

 

 

고객지원 전화 

           : 02 – 715 – 0372 

고객지원 시간 

평  일 : 오전 10 : 00 ~ 오후  5 : 30 

토요일 : 오전 10 : 00 ~ 오전 12 : 00 

(고객지원 시간은 당사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EZ-NET.CO.KR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83번지 한신전자타운 A동 701호 

 

1. 이 기기는 정전기 및 사용미숙, 제품불량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손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SATA기기 및 데이타가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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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설정방법 

                     

외부포트와 내부포트 1 중에서 하나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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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 소개 
 

NEXT SATA Raid제품은 SATA 제품(하드등..)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러 제품입니다. Silicon Image(실리콘이미지)사의 칩셋을 

이용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외부에서도 SATA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브라켓)에 

SATA포트를 장착하여, 고객님들에게 한번 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SATA포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능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외관 및 사양 그리고 내용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Silicon Image사의 칩셋 사용 

 eSATA 포트 장착(일부 제품 제외) 

 Windows Vista / XP / 2000 / Me / Linux지원 

 포트상 256Byte의  버퍼 지원 

 SATA Plug & Play 지원가능 

 4M의 ROM BIOS사용  

 최대 Serial ATA - 1.5 Gbps (150 MB/s) 

 PCI 버전 2.2 / 2.3 호환 

 Raid 0(striping), 1(mirroring) 지원가능(옵션)  

주의 : 
- 외부의 포트1개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포트 1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SATA기기들이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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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품 구성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물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NEXT SATA RAID카드 1   

드라이버 (CD) 1 
제품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음 

설치 설명서  1 
제품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음 

SATA 케이블 1 
제품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음 

LP브라켓 1 
제품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음 

 

█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물이 상이합니다. 

█ 성능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외관 및 사양 그리고 내용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펜티엄4 이상 

 RAM 256MB 이상 (512MB이상을 권장) 

 최소 한 개 이상의 PCI 슬롯 

 CD-ROM 드라이브  

 Windows ME/ 2000/ XP/ Vista  또는 Linux 커널 2.4이상 

 

 

 

 

 

 



                                  www.ez-net.co.kr 

 5

 

제3장 제품의 설치 
 

NEXT SATA Raid카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XP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 OS를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도 이 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1 NEXT  SATA  Raid 카드의 설치   

1.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2. 컴퓨터의 뚜껑을 엽니다. 

3. NEXT  SATA  Raid카드를 컴퓨터의 PCI 슬롯에 설치를 합니다. 

- 설치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세요. 
- 무리한 힘을 주면 컴퓨터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컴퓨터의 뚜껑을 닫습니다. 

5.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6. 컴퓨터를 켭니다. 

 

 

 

주의 :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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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river의 설치  (XP기준...) 

1. 컴퓨터가 부팅이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고급)(S)”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2. 다음과 같이  “검색 안 함. 설치할 드라이버를 직접 선택(D)”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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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과 같이  “SCSI 및 RAID 컨트롤러”을 선택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4. 다음과 같이  “디스크 있음(H)...”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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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과 같이 보이면 “찾아보기(B)”을 선택합니다.  

 

 
6. 다음과 같이 제공된 CD-ROM에서 드라이버가 있는 곳을 지정하고 

“열기(O)”을 클릭합니다.  

 

 - 드라이버는 WWW.EZ-NET.CO.KR의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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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과 같이 “확인”을 클릭합니다. 

 
 

8.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다음(N)” 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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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과 같이 보이면 잠시 기다리 십시요. 

 

 
10. 다음과 같이 보이면 “마침” 을 클릭 합니다. 

 

 
11.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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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상 설치 확인   

“시작”→”제어판 “→”시스템” → ”하드웨어” → “장치관리자”에서 다음과 같이 

 “Silicon Image Sil ~~~~~~”로 보이나를 확인합니다. 

-  제품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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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참고사항 
 

 

 

 STRIPING및 MIRRORING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STRIPING및 

MIRRORING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본 후에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STRIPING및 MIRRORING을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HDD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 후에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HDD가 초기화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STRIPING및 MIRRORING 구성 시 하드(HDD)는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같은 용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내부에 있는 포트 하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SATA방식의 CD-ROM/DVD-ROM/DVD-MULTI등의 기기를 연결할 

경우 속도의 저하 및 인식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테스트 된 결과에 의하면 SATA레이드 카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충돌로 인하여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메인 CPU와 호환성에서 문제점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RAID카드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www.siliconimage.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기기는 정전기 및 사용미숙, 제품불량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손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SATA기기 및 데이타가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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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SATA컨트롤러 모 델 명 NEXT SATA RAID 카드 

구입일자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수 입 원 이지넷 전   화 02 – 715 - 0372 

수입원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83번지 한신전자타운 A동 701호 

인 터 넷 WWW.EZ-NET.CO.KR 

 

주 의 사 항  
 

 1.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본 제품은 제조년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일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3.SATA 케이블, LP브라켓, CD등 본체를 제외한 것들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4.SATA케이블, LP브라켓, CD등의 유상구입은 품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5.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6.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우편(택배)을 통한 A/S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회사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