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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시스템 사용 시의 주의사항 

 RAID 시스템의 PCB 기판은 정전기에 취약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장소에 배치하며 

사용 중에 제품을 이동시키면 안되고,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RAID 시스템의 주변에 자석 등의 자기장을 강하게 유발하는 장치, 

헤어드라이어 등의 고전압장치 또는 직사광선의 노출에 주의하세요. 

 

 RAID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전원아답터를 사용하셔야 하며, 

아답터의 분실 시에는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RAID 시스템의 고장 시에는 직접 제품을 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용자설명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제품의 

A/S 센터에 문의하셔서 수리 받으셔야 합니다. 

 

 RAID 시스템의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적절한 통풍이 

보장되어야만, 제품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과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RAID 시스템에 커피 및 음료를 쏟는다거나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RAID 시스템을 연결한 호스트 컴퓨터에서는 RAID MASTER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RAID 시스템을 연결한 호스트 컴퓨터에서 RAID MASTER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www.ez-net.co.kr) 

 

 RAID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 손상 

또는 HDD 의 고장 등의 문제는 RAID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제조업체는 데이터의 복구 또는 

복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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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소개 
 

NEXT.RS-M2T SMART 2Bay 썬더볼트(ThunderboltTM) RAID 시스템을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썬더볼트(ThunderboltTM) 연결과 RAID 

MASTER(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구성한 RAID 시스템은 대용량 

저장공간의 확보 및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10Gbps 의 전송속도를 제공합니다. 

NEXT.RS-M2T SMART 2Bay 썬더볼트(ThunderboltTM) 는 JBOD, 

RAID0(스트라이핑), RAID1(미러링)과 HyperDuo 등의 RAID 구성을 RAID 

MASTER 소프트웨어로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RAID 시스템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 

 SATAI/II/III HDD 및 SSD(solid-state driv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underboltTM 2 ports 지원 (최대 10Gbps 의 전송속도) 

 효율적인 스토리지 관리를 위한 RAID 모드를 제공 : JBOD (None RAID), 

RAID 0 (Striping), RAID 1 (Mirroring) and HyperDuo (Capacity/Safe) 

 애플의 퓨전 드라이브(Fusion Drive) 디스크 유틸리티의 구성과 호환가능  

 Supports Rebuild under RAID 1 and HyperDuo (Safe Only) 

 애플의 타임머신백업(Time Machine Backup)기능과 호환가능(단, 2.5 인치 

SSD 또는 HDD 의 경우 디스크의 두께가 9.5mm 를 초과해서는 안됨)  

 데이지 체인(Daisy Chain)기능을 지원하여 여러 장치를 차례대로 

연결(최대 6 개의 ThunderboltTM 호환장치 / 디스플레이 지원) 

 RAID MASTER(GUI)를 사용하여 쉽게 RAID 구성 

 LED 의 표시 또는 RAID MASTER(GUI)를 통해 시스템상태를 모니터링 

 SMART Guider 를 이용하여 트레이 필요 없이 SSD 장착가능 

 알루미늄 하우징의 설계로 내부발열을 효율적으로 방출 

 두 개의 무소음 팬 설계의 채택으로 쾌적하고 효과적인 쿨링 시스템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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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지원 및 문제해결 정보는 www.ez-net.co.kr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AID 시스템의 Smart Guider 는 손잡이와 나사의 단순성을 활용한 trayless 

장치입니다. HDD 뿐만 아니라 SSD 또는 SSD 브라켓에서도 장착을 할 수 있으며, 

쉽게 장치를 조립 또는 분리하고 RAID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www.ez-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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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RAID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호스트 PC 의 최소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C 

 Macintosh/Intel i5 or faster processor 
 1G of RAM or higher 
 Mac OS X 10.7 or higher 
 Chrome 18, FireFox 11, Safari 5.1, Opera 11.61, IE 9 or higher 
 One available ThunderboltTM port 

 

구매가능한 추가 악세서리 

  SSD SmartGuider Kit (별도구매가 가능하며, 제품구매 시 1 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ThunderboltTM Cable (별도구매가 가능하며, 제품구매 시 1 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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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물 

 
 

 

 패키지 구성품의 개수가 많으므로, 구성품에 대해서 보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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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외형 

전면 

 

 각각의 LED 표시 등은 동작상태를 알려주는 지시문구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후면 

 

DC IN

Thunderbolt

Port Power Switch

DC IN

Lock Port /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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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뚜껑 & 윗면 (삽입부) 

 

 
 
 
 
 
 

 
 
 
 

 HDD 를 삽입할 때에는 반드시 HDD 용 핸들에 HDD 를 장착하여 

제품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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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시스템에서 디스크의 삽입과 교체하기  

NEXT.RS-M2T RAID 시스템을 조립하려면, 아래에 소개된 내용을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RAID 시스템의 윗뚜껑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손 모양을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화살표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윗뚜껑이 열리면서 “Click”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뚜껑의 보안걸쇠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2. 윗뚜껑이 개방된 후, 노출된 상단 덮개를 들어올립니다. RAID 시스템에 

삽입되어 있는 HDD 핸들을 제거하고 하드디스크를 핸들에 고정할 나사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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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에 HDD 핸들키트를 고정해주세요.  

 반드시 HDD 핸들키트의 나사 홈 4 군데 홈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DD 핸들키트를 나사 홈 2 개만 사용하게 되면 RAID 시스템에 제대로 

삽입되지 않으며, 이것은 제품사용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하드디스크의 금속커버 부위를 위로 향하게 배치하고 SATA 인터페이스 

커넥터가 왼쪽으로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HDD 핸들의 4 군데 홀(Hole)과 하드디스크의 홀(Hole)을 겹쳐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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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DD 핸들나사로 HDD 핸들과 하드디스크의 홀(Hole)에 삽입한 후에 먼저 

왼쪽을 고정하고, 오른쪽을 고정하는 순서대로 2 군데를 모두 고정합니다. 

 

Left

Right

 
 
 

6. 이제 하드디스크를 PCBA(인쇄 회로기판)가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 놓고 

HDD 핸들과 하드디스크의 홀(Hole)을 겹쳐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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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DD 핸들나사로 HDD 핸들과 하드디스크의 홀(Hole)에 삽입한 후에 먼저 

왼쪽을 오른쪽을 고정하는 순서대로 2 군데를 모두 고정합니다. 

 

Left

Right

 
 
 
 
 
 
 
 

8. 마지막으로, HDD 핸들나사로 총 4 군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HDD 핸들을 

잡고 좌, 우로 슬라이딩 테스트를 진행하여 HDD 핸들이 자유롭게 좌, 우로 

슬라이딩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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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D 핸들의 슬라이딩 설계방식을 적용하여 나사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및 HDD 핸들의 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설계방식은 어떠한 

압박감이 없이 쉽게 손잡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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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시스템 내부에 디스크가 조립된 

HDD 핸들삽입하기 

 

9. HDD 핸들을 삽입하기 위하여 RAID 시스템의 윗뚜껑을 개방합니다. 

(11. 페이지 참조) 

 

 HDD 핸들을 RAID 시스템 내부에 삽입 시에 RAID 시스템 내부의 

SATA 슬롯과 HDD 핸들에 고정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SATA 슬롯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RAID 시스템 내부에 HDD 핸들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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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DD 핸들에 고정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SATA 슬롯과 RAID 시스템 내부의 

SATA 슬롯이 서로 끼워질 수 있도록 정렬하여 HDD 핸들을 밀어 넣습니다. 

HDD 핸들이 밀어 넣어진 상태에서 약간 더 힘을 주어서 “쿵”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단단히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HDD 핸들을 밀어 넣을 때 바닥면과 밀착된 상태에서 

“쿵”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약간씩 힘을 주어 HDD 핸들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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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AID 시스템의 방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한 손으로는 윗뚜껑 앞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윗뚜껑 뒷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살표 방향으로 윗뚜껑을 밀어 넣습니다. 

 

 
 

 윗뚜껑이 닫히면서 “Click” 소리가 나는 것은 뚜껑의 보안걸쇠의 폐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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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컴퓨터에 RAID 시스템 연결하기 

RAID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아래에 소개된 내용을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hunderboltTM 기술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된 

ThunderboltTM 호환장치 사이의 시간관리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RAID 시스템을 구동하기 전에 전원공급장치를 연결하고 ThunderboltTM 케이블을 

RAID 시스템과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RAID 시스템의 전원을 

“ON”(켜짐)으로 설정합니다. 

 

 ThunderboltTM 케이블을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으면 RAID 시스템의 

전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1. 첫째, AC/DC 전원 아답터(외부전원공급장치)를 연결합니다. 

 

 

D
C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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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 다음에 RAID 시스템과 호스트 컴퓨터의 해당 포트에 ThunderboltTM 

케이블의 양쪽 끝을 삽입합니다.  

D
C

 I
N

 
 
 

3. 마지막으로, 전원스위치를 “ON”(켜짐)위치에 선택되도록 누르십시오. 

D
C

 I
N

ON

 
 

  RAID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컴퓨터와 RAID 시스템 모두 

항상 “ON”으로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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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이 동작되면 전원 LED 표시등이 지속적으로 녹색으로 점등될 것 입니다.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가 RAID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LED 램프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RAID 시스템 내부에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가 없을 경우 

해당 LED 램프는 켜지지 않습니다. 

 
 

  NEXT.RS-M2T RAID 시스템의 다수연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디지털 기기 

등의 ThunderboltTM 기기들은 ThunderboltTM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6 개까지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능 : Daisy chain(데이지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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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모드 별 지원 하드디스크/SSD 개수 

 

RAID Modes 
Number of Hard Drive/SSD(s) 

in the RAID System 

JBOD (None RAID) 1 ~ 2 

RAID 0 (Striping) 2  

RAID 1 (Mirroring) 2 

HYPERDUO 
(Capacity/Safe) 

1 HDD 및 1  SSD 

디스크 슬롯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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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램프 

 
Power

Disk 2 Disk 1

 

Green(전원): 켜짐 / 꺼짐 

   

Red(에러,리빌딩): 켜짐 / 깜박거림 / 점등(플래시) 

     

White(HDD/SSD 감지,엑세스): 켜짐 / 점등(플래시) 

   

모든 디스크: 삽입상태 / White LED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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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스크: 삽입되지 않음 / White LED 꺼짐 

 
 

모든 디스크: 디스크 2 엑세스 / White LED 점등(플래시) 

 
 

모든 디스크: 디스크 2 에러 / RED LED 켜짐 

 

모든 디스크: 디스크 2 리빌딩진행 / White LED 점등(플래시), 

RED LED 깜박거림 

Target
Disk

Sourc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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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 에러 / RED LED 점등(플래시) 

 
 
 
 
 

DAISY CHAIN (여러장치를 연결) 

ThunderboltTM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6 개의 ThunderboltTM 기술을 지원하는 

호환 장치를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NEXT.RS-M2T ThunderboltTM 

제품끼리의 연결, DVD Writer,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디지털 기기 등(ex.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와의 Daisy Chain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ThunderboltTM 기기에 따라 연결된 각 장치의 

전송속도는 기기의 모델, 브랜드 등의 영향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RAID 시스템을 호스트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지 체인연결의 시작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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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SMARTGUIDER KIT 

SSD SmartGuider Kit 를 NEXT.RS-M2T RAID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 구매하여 더 많은 SSD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기본제공 SSD 

SmartGuider KIT x 1) SSD SmartGuider Kit 은 대부분의 2.5 형 하드디스크 또는 

9.5mm 두께의 SSD 가 호환됩니다. 

 

 만약 두께가 7.0mm 의 SSD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제공되는 패드를 SSD 

브라켓 위에 붙여주세요. 

SSD SMARTGUIDER KIT: 패키지 

NEXT.RS-M2T RAID 시스템은 기본구성물로 SSD SmartGuider Kit 

1 세트(1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SD 나사는 여분으로 1 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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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SMARTGUIDER KIT: SSD 호환성 

RAID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SSD 는 호환됩니다.(두께는 9.5mm 까지 지원)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SSD 에 따라서 일부 

SSD 는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한 SSD 

브랜드의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Intel 520 Series: 60G, 240G 
PATRIOT: PYROSE 120G, 240G, MAC Series XT 120G 
Liteon: 120G 
MemoRight FMT Plus: 120G, 2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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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SMARTGUIDER KIT: SSD 의 장착 

SSD 에 SSD SmartGuider Kit 를 조립하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첫째, 패키지에 포함된 세 군데의 핸들부위의 나사를 풀러서 SSD 브라켓에서 

핸들을 제거합니다. 

 

 
 

2. 둘째, SSD 브라켓에 SSD 를 삽입하고 SSD 의 홀(Hole)과 브라켓의 

홀(Hole)을 겹쳐놓습니다.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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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D 브라켓의 홀(Hole)과 SSD 홀(Hole)을 겹쳐놓은 부분에 나사를 삽입하여 

고정을 시킵니다. 

 

 
 

4. SSD 를 SSD 브라켓과 고정시킨 후에, SSD 핸들을 SSD 브라켓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조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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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MASTER 

RAID 마스터는 NEXT.RS-M2T ThunderboltTM RAID 시스템을 위하여 특별하게 

디자인 된 GUI소프트웨어입니다 Mac 용 RAID 마스터 GUI 소프트웨어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RAID MASTER: INSTALLATION  

인터넷을 통해서 RAID 마스터를 설치하려면 해당 설치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www.data-tale.com 또는 www.datawatchtech.com  

INSTALLATION FOR MAC 

아래에 소개되어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첫번째로, MAC OS 에서 시스템 환경설정을 이동하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선택합니다. 

 
 

2. 둘째, 호스트 컴퓨터 바탕화면에 RAID 시스템 패키지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위에 제공된 웹사이트 링크 중 하나를 

방문하세요.(www.data-tale.com / www.datawatchtech.com)  

 

http://www.data-tale.com/
http://www.datawatchtech.com/
http://www.data-tale.com/
http://www.datawatch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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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C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Continue” 를 클릭하세요. 

 
 

4. 호스트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선택창이 나타나며, RAID 마스터를 

설치하는 디스크를 선택 해야합니다. 설치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시려면, 

“Continue”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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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으로 설치 유형을 변경하시려면 “사용자 정의” (Customize)를 

클릭하세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표준설치를 권장하며 Install 을 클릭하여 

진행을 계속합니다. 

 
 

6. 이 단계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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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AID 마스터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프로세스를 종료하려면 

“Close”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경로에 RAID 마스터 아이콘이 바탕화면 또는 응용프로그램 폴더에 

나타납니다. 

 
 

 
 

 RAID 마스터 소프트웨어는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설치제거 시에 대해서도 

위에서 소개되었던 단계의 형태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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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MASTER: GUI 

NEXT.RS-M2T RAID 시스템에서 RAID 마스터를 운영하려면 호스트 컴퓨터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호스트 컴퓨터에 설치된 RAID 마스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RAID 시스템에 대한 기본정보, 삽입된 디스크 

정보, 구성 가능한 RAID 설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CONFIGURATIONS:   RAID 모드설정, 삽입된 디스크의 상태 및 

구성 가능한 RAID 세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SETTINGS:   현재사용하고 있는 언어 값의 확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NOTIFICATIONS:   이벤트목록, 알림, 전자메일 설정 등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LOGS:   RAID 시스템에 대한 완료된 모든 활동의 기록을 제공하고, 

텍스트 파일 형식의 로그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FIRMWARE:   RAID 시스템의 현재 펌웨어 정보와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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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MASTER: 특징 
 

INFORMATION 

RAID 시스템이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면, RAID 마스터는 “INFORMATION” 

항목에서 RAID 시스템의 기본정보 사항을 제공합니다. 

 

 DEVICE INFORMATION:  장치번호, SATA 펌웨어버전, 

공급자 정보, 장치이름 및 UID(ThunderboltTM 고유식별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RAID & DISK INFORMATION:  RAID 모드의 상태, 총 용량, 

삽입된 디스크 블록/섹터 크기 등의 정보를 제공 

 

 



                                                                                                     www.ez-net.co.kr 

 36 

DISK INFORMATION:  하드디스크 번호, 디스크타입(SSD 또는 HDD), 

디스크 사용용량, 상태, 속도, 시리얼(S/N)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RAID 시스템이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되면 RAID 마스터는 RAID 시스템 및 

삽입된 디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기됩니다. RAID 마스터가 RAID 시스템의 

“하나의 단위” 이상을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된 각 RAID 

시스템 장치로 “장치 1, 2, …..” 의 각각의 번호 순서에 반영됩니다. 

       
 현재 인식된 디스크의 정보를 모두 표시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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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구성: 기존에 RAID 설정을 구성한 정보(디스크의 구분, 디스크의 번호, 

RAID 이름, RAID 모드, 용량)와 삽입된 디스크가 사용할 수 있는 RAID 모드의 

선택을 제공합니다. 

RAID 모드는 사용 가능한 RAID 모드는 선택한 디스크의 수, 유형에 따라 나타나며 

이를 토대로 RAID 의 설정, RAID 의 삭제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팅: 선택할 수 있는 언어의 선택과 현재의 언어설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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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S: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 목록으로 이메일 알림설정에 

필요한 SMTP 서버이름, SMTP 서버포트, 전자메일주소, 사용자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원격지에서 이벤트 목록(log 파일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VENT LOG: 시스템의 활동상태를 텍스트파일 형식으로 기록하며, 날짜 및 

시간/RAID 모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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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WARE 정보 

RAID 시스템의 현재 펌웨어 정보와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품 이름, SATA 펌웨어 버전, 제조업체 및 데이지체인 순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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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MASTER: 동작 

RAID 구성: 새로운 RAID 모드로 구성하기 

RAID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RAID 모드를 설정하려면 아래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AID 시스템에 삽입 된 디스크에 대한 기존의 RAID 설정을 변경하려면 먼저 

기존의 RAID 모드설정을 삭제 해야합니다.  

 
 

1. 구성 항목을 선택하고 아래그림 1~2 번 단계의 순서대로 목적에 맞는 

RAID 모드를 구성하세요. 

 

 
 

 삽입 된 디스크를 RAID 마스터를 이용하여 포맷하는 경우 기존 RAID 세트의 

목록이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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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ID 모드를 목적에 맞게 선택하였다면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3. RAID 마스터 메시지 팝업 창이 뜨면서 “RAID 모드 생성/삭제 시에는 

디스크에 이전에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RAID 를 

생성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려면 “Yes”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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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ID 구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RAID 마스터 메시지 팝업 창이 뜨면서 

“RAID 모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문구가 나타나며, “OK” 를 

클릭합니다. 

 

 
 

 만약, 새로운 RAID 모드의 구성이 실패할 경우, “RAID 모드 생성이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5. 이제 새로 생성 된 RAID 모드의 기본정보를 반영한 RAID 모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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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구성: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를 삭제합니다. 

RAID 시스템에서 삽입 된 디스크에 구성되어 있던 RAID 를 삭제하려면 아래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RAID 모드를 삭제하면 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RAID 모드의 설정을 

삭제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1. 구성 항목을 선택하고 아래의 1~4 번 순서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의 목록과 삽입된 디스크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재시작방법 : RAID 시스템과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해제/연결) 

 

 
 

2. RAID 모드를 목적에 맞게 선택하였다면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 

 
 
 
 
 



                                                                                                     www.ez-net.co.kr 

 44 

 

3. RAID 마스터 메시지 팝업 창이 뜨면서 “RAID 모드 생성/삭제 시에는 

디스크에 이전에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RAID 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려면 “Yes” 를 클릭합니다.  

 

4. RAID 구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RAID 마스터 메시지 팝업 창이 뜨면서 

“RAID 모드를 성공적으로 삭제하였다는 문구가 나타나며, “OK” 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의 목록과 삽입된 디스크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재시작방법 : RAID 시스템과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해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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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된 RAID 모드는 아래의 세트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삽입된 

디스크는 언제든 구성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아래의 빨간색 네모영역 : 기존 RAID 모드가 삭제되어 빈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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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구성: RAID 의 리빌딩 

깨진 RAID 설정을 다시 하려면 아래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AID 시스템은 리빌딩 중에 호스트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거나, 케이블의 

연결이 해제되면 리빌딩 프로세스도 중지됩니다.  

하지만 RAID 시스템의 전원이 꺼진 경우에도 RAID 시스템 메모리는 리빌딩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RAID 시스템의 전원이 다시 켜지면 리빌딩 

프로세스는 이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1. 구성항목을 선택하고 아래의 1~4 번 순서를 따라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의 목록과 삽입된 디스크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모드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재시작방법 : RAID 시스템과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해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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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빌딩 세팅이 제대로 구성되었다면 “Apply”를 선택합니다. 

 
 

3. RAID 마스터 메시지 팝업 창이 뜨면서 “RAID 모드 생성/삭제 시에는 

디스크에 이전에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RAID 를 

리빌딩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려면 “Yes” 를 클릭합니다.  

 
 
 

 만약, RAID 리빌딩에 실패하면, RAID 마스터가 에러 창을 표시합니다. 

RAID 리빌딩을 다시 진행하기 전에 삽입 된 디스크를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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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시스템의 리빌딩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데이터가 손상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디스크를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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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INDICATORS 

POWER LED x 1 

Indicators Color 

전원켜짐 녹색 

전원꺼짐 점멸 

RAID 경고 LED x 1 

Indicators Color 

문제없음 점멸 

Rebuild 빨간색 점등과 점멸을 반복 

문제발생 

/디스크 고장 

빨간색 점등 

Fan 에러 빨간색 반짝임 
 

DISK LED x 4 

각각의 디스크 슬롯에 대한 LED 램프는 2 개가 있습니다. LED 왼쪽램프는 

디스크의 “연결상태/사용상태”를 나타내고, LED 오른쪽램프는 디스크의 

“문제발생/디스크 고장”을 나타냅니다. 

 

디스크의 “연결상태/사용상태” LED 는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RAID 시스템에 

디스크가 삽입되면 흰색 LED 가 점등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엑세스(읽거나, 

쓰기)하거나 재구성 할 때, 흰색 LED 가 깜박거릴 것 입니다.  

 

LED 램프의 빨간색은 디스크의 배드섹터/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점등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리빌딩 진행 중일 경우에는 빨간색 LED 램프가 

점등과 점멸을 반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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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isk (1, 2) 

RAID Mode Connection/ 
Access 

Health 

Disk Error White Red ALL 

Data Access White (Blink) None ALL 

Disk 
Rebuild 

Source 
Disk 

White (Blink) None 
RAID 1 

Target 
Disk 

White (Blink) Red (Flash) 
RAID 1 

Fan Error White Red (Flash) ALL 

Disk Not Detected None None ALL 

Disk Detected White None ALL 

 

  Blink(깜박임)는 빠른 간격으로 점등과 점멸을 반복하며, Flash(플래시)는 느린 

간격으로 점등과 점멸을 반복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RAID MASTER 팝업 

POPUP WINDOWS 

 팝업 창 

RAID 시스템은 RAID 모드를 삭제, 생성, 리빌딩 할 경우와 삽입된 디스크 

중에서 하나가 문제(고장, 에러)를 일으킬 경우 팝업 창으로 상태를 

표시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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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모드선택 

이 팝업 창은 디스크를 삽입한 상태에서 RAID 모드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기존 RAID 모드를 삭제한 후에 RAID 구성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장치 선택 

이 팝업 창은 장치가 RAID 마스터의 메인 페이지의 아래에 선택되지 않을 

때마다 경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RAID 깨짐 

RAID 세트에 삽입 된 디스크 중 하나가 문제(고장, 에러)를 일으킨 경우, 

팝업 창으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능저하(DEGRADE) 

RAID 세트에 삽입 된 디스크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ex, 

RPM 값의 저하 등의 비 정상적인 상태) 저장된 데이터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저하(Degrade)” 팝업 창 경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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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빌딩(재구성) 

RAID 마스터의 리빌딩 기능은 RAID 1 과 HyperDuo (Safe Mode Only)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된 RAID 세트 중 하나가 문제(고장, 에러)가 되면 

해당 디스크를 교체하여 데이터를 리빌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RAID 모드의 복구는 각각의 상황(RAID 모드, 문제가 발생된 디스크의 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ypeDuo (Safe Mode Only): 사용중인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 

계속 작동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백업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고장, 에러)에는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같은 용량과 RPM 값이 같은 디스크이며,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한 디스크의 

조합으로 RAID 모드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AID 모드 

 

디스크를 엮어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복제하는 RAID 구성으로 디스크의 

조합에 따라 향상된 처리속도, 데이터 안정성, 디스크 결함에 대한 대비 등의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RAID 모드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면 디스크 내부의 모든 기존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디스크의 용량과 RPM 그리고 동일한 디스크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디스크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RAID 모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디스크를 단일디스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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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0 (Striping) 

RAID 0(스트라이핑)은 처리속도 중심의 데이터 매핑기술입니다. 

하나의 논리적 시스템에 여러 개의 디스크를 결합합니다. 대신 여러 디스크는 

하나의 디스크로 보여지게 되며, 데이터 처리속도는 향상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핑은 데이터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디스크에 걸쳐 균등하게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RAID 0

Disk 1 Disk 2 Disk 3 Disk 4

A1

B1

C1

D1

A2

B2

C2

D2

A3

B3

C3

D3

A4

B4

C4

D4

 

  RAID 0 시스템에서 하나의 디스크가 문제(고장, 에러)를 일으키면, 설치된 

모든 디스크의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RAID 0 모드는 데이터의 빠른 처리가 

요구되며, 데이터의 백업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권장됩니다. 

RAID 1 (Mirroring) 

RAID 1(미러링)은 짝수 단위의 디스크로 구성하며,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드에서 데이터는 동시에 2 개의 디스크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디스크 어레이의 저장 용량은 단일 디스크로 결합되고 용량이 

작은 디스크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작업의 속도는 다른 RAID 모드에 비해 

빠르지는 않습니다. 
RAID 1

Disk 1 Disk 2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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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D 1 시스템에서 디스크 중에 하나에서 문제(고장, 에러)가 발생하면, 

예비디스크로 교체한 뒤에 리빌딩(재구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빌딩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예비디스크로 교체 또는 리빌딩 진행의 경우, 원본 디스크에 대해서 동작 중에 

원본 디스크를 삽입/제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JBOD (None RAID) 

JBOD 모드는 여러 개의 디스크를 논리적인 하나의 커다란 디스크로 결합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디스크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도 제공하지 않으며, RAID 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고장성이나 성능향상, 

데이터 안정성 등의 이점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HYPERDUO (Capacity and Safe) 

HyperDuo 모드는 일반 HDD와 SSD를 RAID로 엮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Capacity 모드는 SSD 와 HDD 에 모두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HDD + SSD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송은 SSD 에 스트라이프 

되며, 데이터의 저장용량이 SSD 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데이터들은 

Span 을 통해서 HDD 에 저장되고 속도 또한 HDD 급으로 감소됩니다. 만약, 

HDD 또는 SSD 중에 하나가 결함이  발생되면 모든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Span

HDD
4TB

SSD
125GB

125GB + 4TB

Speed

Size

Safe

HyperDuo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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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모드는 데이터가 모든 SSD 에 스트라이핑되며,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가  

HDD 에 미러링됩니다. 만약 SSD 의 용량이 가득 차게 된다면, 추가 데이터는 

HDD 에 Span 을 통해서 저장됩니다. 사용 가능한 총 용량은 HDD 의 용량으로 

한정되며, SSD 에서 문제(고장, 에러)가 되더라도 HDD 가 정상일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백업 데이터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D 에서 문제(고장, 에러)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Mirror

4TB

Speed

Size

Safe

HyperDuo Safe

HDD
4TBSSD

125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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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SPECIFICATIONS 
 

Model Name RS-M4T 

Connector ThunderboltTM ports x 2 

Disk Support 

3.5” & 2.5” SATA hard drive 
2.5” SSD* 

*Identical hard disk recommended – same 
manufacturer, capacity and RPM 

RAID Mode 
JBOD (None RAID), RAID 0 (Striping), RAID 1 

(Mirroring), HyperDuo (Capacity/Safe), and Rebuild 

Data Transfer Speed Up to 10Gbit/sec 

System Material Aluminum case with plastic parts 

LED Indicators 

Power / Connection / Health / Access / Rebuild / 
Fan Error 

*The LED Indicators can only display all status/ 
alerts if the RAID MASTER is kept ON at all times. 

Power Supply 
Input: AC 100-240V 
Output: DC +12V/5A 

FAN High Performance Fan x 1 

Dimension 
126 (L) x 138 (W) x 213 (H) mm 
5.0 (L) x 5.4 (W) x 8.4 (H) inches 

Weight (without Disk) 1.62 kgs, 3.57 pounds (lbs) 

Certification CE, FCC, Thunderbol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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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2bay Thunderbolt RAID System 의 제품 보증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Smart 2Bay Thunderbolt 

RAID System 
모 델 명 NEXT RS-M2T 

구입일자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제조자 

(수입원)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주 의 사 항  

A.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E.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F.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 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 우편(택배),퀵을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 소유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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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