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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반드시 읽어보세요.) 
 

 NEXT-04P RAID SATAII CARD와 하드(HDD)를 미리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

터와 연결하세요. 하드(HDD)의 손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기는 SATA(I/II/III)하드를 지원합니다. 

 이 기기는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므로 충격에 주의 하세요. 

 기기간의 조립 시 하드디스크의 방향 및 위치에 주의 하세요. 방향 및 위치가 잘못

된 경우 기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정전기, 사용미숙, 제품불량 등으로 데이터의 손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에 제

품의 이상유무 확인할 시에는 중요한 기록 내용이 없는 하드(HDD)을 사용하십시오. 

 이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HDD가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또한 하드(HDD)에 기록되어 있는 DATA는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새로 구매한 하드(HDD)일 경우 반드시 포맷을 한 후에 하드케이스와 연결하여 사

용하십시오. 포맷이 되지 않은 하드(HDD)는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류(SATA,전원..)는 소모품으로 A/S가 되지를 않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에서 분리한 HDD는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속품 분실 시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 하지 않을 시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1.새로 구매한 하드(HDD)일 경우에....(데이터가 들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1. 새로 구매한 하드(HDD)는 반드시 포맷 후에 하드케이스와 연결하여 사용 하십시오. 

2. 하드가 포맷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포맷에 관한 것은 하드회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사용하던 하드(데이터가 들어 있는 하드)일 경우에.... 
 

1. 포맷방식이 Vista / XP등에서 사용하는 NTFS로 되어 있는 경우 Win 98Se / Me, 

MAC OS등의 “내 컴퓨터”에서 하드(HDD)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Windows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 하기 위해서는 FAT 32방식으

로 포맷을 하세요. 

3.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매뉴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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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제품의 설명>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PCI-Epress 카드본체와  

SATA 데이터 및 파워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콤보형 SATA케이블2개가 

기본으로 포함하며, 미니가이드와 설치드라이버CD를 제공합니다. 

 

.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멀티포트 플레이어 기능이 지원되는 

PCI-Express 카드입니다. 따라서 Two Bay이상의 규격을 지원하는 멀티 

하드케이스, 도킹스테이션 및 NAS장비를 e-SATA 및 Serial ATA로 연결하여 

더욱 빨라진 속도로 HDD 동시사용이 가능합니다. 

 

. NEXT-04P Multi SATAII 카드는 PCI-Express 1x 슬롯채용으로  

최대 250MB/sec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 PCI슬롯의 최대지원속도 

133MB/sec보다 더욱 뛰어난 데이터대역폭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내부 Serial ATA 2포트와 외부 e-SATA 

2포트를 제공하며, 제품의 PCB에 장착된 점퍼를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2개의 포트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RAID0/1, JBOD기능을 지원합니다 

 

. NEXT-04P RAID SATAII 카드의 진보된 멀티포트 플레이어 기능은 

각각의 포트가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므로 Two Bay가 지원되는 e-SATA 

또는 SATA인터페이스를 갖는 장비를 기준으로 연결 시에 총 4개의 HDD 

동시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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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품의 사양> 

.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아래의 시스템이상의 사양에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 Processor Tyte: 

.Intel Pentium, Celeron 이상의 시스템기반에 설치된 Windows 시스템. 

2. 운영체제 별 Tyte: 

.Windows 2000 with Service Pack4 이상 

.Windows XP with Service Pack2 이상 

.Windows Vista with Service Pack1 이상 

.Windows 7 with Service Pack1 이상 

.Mac OS 10.4x 이상의 버전 

 

 

.NEXT-04P RAID SATAII 카드의 제원표 

항목 내용 

포트 최대3Gbps속도 지원, 포트멀티 플레이어기능 지원 

SATA 커넥터 외부 e-SATA 2포트 + 내부 SATA 2포트 

전원 +3.3V +/- 9%, 0.6A(max) PCI-Express 커넥터 

인터페이스 PCI-Express x1 

제품크기 58mm x 62mm 

지원OS Windows XP/2K/VISTA/Win7/Mac OS 10.4x 이상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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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품의 설치> 

.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PCI-Express 슬롯이 지원되는 PC또는 

서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3. NEXT-04P RAID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점퍼설정을 합니다.(p5참조) 

4. 컴퓨터의 전원을 꺼줍니다.(off) 

5. 데스크탑 PC 또는 슬림 PC의 뚜껑을 PC본체에서 분리합니다. 

6. PC의 가이드 슬롯커버를 제거하고 메인보드에 NEXT-04P RAID카드를 

장착합니다. 

7. 장착한 NEXT-04P RAID카드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로 고정시켜줍니다. 

8. PC의 뚜껑을 닫고 전원을 켜고 드라이버설치를 해주면 됩니다.(p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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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제품의 점퍼설정> 

. NEXT-04P RAID SATAII카드는 내부SATA 2포트와 외부 e-SATA 2포트를 

점퍼설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총 2개의 포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포트 별 기호표시설명- 

. CON1, CON2기호는 

외부 e-SATA 포트를 나타냅니다. 

. CON3, CON4기호는 

내부 SATA 포트를 나타냅니다. 

 

. 제품의 점퍼부분은 포트당  

1열당 3개씩 총 2열 6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pcb색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NEXT-04P RAID는 내부 2포트 + 외부 2포트 총 4개의 포트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점퍼도                 총 4개가 있습니다. 

 

-제품의 점퍼설정을 통한 포트선택표- 

1.점퍼의 PIN을 모두 올려 꽂은것으로 

내부 SATA 2포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2.점퍼의 PIN을 모두 내려 꽂은것으로 

외부 e-SATA 2포트를 모두 사용합니다. 

3.CON2,3쪽의 점퍼의 PIN을 내린것으로 

 e-SATA 1포트, SATA 1포트 사용합니다. 

4.CON1,4쪽의 점퍼의 PIN을 올린것으로 

e-SATA 1포트, SATA 1포트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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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제품의 드라이버설치> 

1. 바탕화면의 “내컴퓨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눌러  

“관리”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구”의  

장치관리자로 이동합니다. 

 

 

2. 물음표가 뜬 “RAID 컨트롤러”로 인식되었습니다. 

더블클릭하여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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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 이번만 연결”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4. “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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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록 또는 특정 위치의 “찾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드라이버CD를 

삽입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XP/VISTA/WIN7등은 모두  

아래의 “Windows Driver” 폴더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6. 앞의 5번 단계를 거치면 드라이버설치를 위한 수순으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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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XT-04P RAID SATAII 카드는 실리콘이미지사의 

Sil3132 칩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8. 드라이버설치가 완료되어 “마침”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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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라이버설치가 완료되면 “장치관리자”에서  

“Silicon image Sil3132 SoftRaid 5 컨트롤러”가 표시됩니다. 

만약 느낌표가 뜬다면 드라이버를 재설치하거나 PC를 

리부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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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참고사항> 
 

 
 

 STRIPING및 MIRRORING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STRIPING및 

MIRRORING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아본 후에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www.ez-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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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부 메인 CPU와 호환성에서 문제점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RAID카드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www.siliconimage.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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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NEXT RAID SATAII 

컨트롤러 
모 델 명 NEXT-04P RAID 

구입일자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수 입 원 ㈜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수입원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6-31번지 진성빌딩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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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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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