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nder2DuoPro 펌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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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데이터를 모두 다른
장치로 백업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 중에 장치를 끄지 마십시오. 이 장치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예를 들어 전원 공급 실패) 실패 시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펌웨어는 AKiTiO Thunder2DuoPro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업데이트 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MAC 과 제품은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8TB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Non-Raid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본 설명서는 Macbook Air(Mac OS X El Capitan)에서의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

1. USB 펌웨어(버전: 140827300304): 8TB 지원과 RAID1 구성 보완.
2. RAID 펌웨어(버전: 2501_6014_0B): 일부 HDD(예: Seagate 3TB/6TB/8TB) 를 장착한 경우 재
시작 시 인식 이상 개선.

펌웨어 파일 다운로드 경로.

새로텍 홈페이지 또는 Akitio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경로 1:
http://www.sarotech.com/support/down.html?tb=zbbs_down_firmware&field=Subject&sw=v&ro
wid=259
MAC 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경로 2:
https://www.akitio.com/firmware/thunder2-duo-pro-firmware
Mac 에서 Mac Updater(RAID), Mac Updater(USB)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RAID 업데이트-Mac OS X

제품과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MAC PC 와
제품은 Thunderbolt 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MAC Updater(RAID)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update tool for mac’ 파일이 다운로드
되며 이 파일은 kernel extension 파일과 펌웨어 유틸리티, 펌웨어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AsmPciKextinstaller_V100’폴더를 열고 ‘AsmPciKextinstaller.app’ 실행합니다.

보안 창이 표시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Install’을 클릭하여 kernel extension 을 설치합니다. 화면에 ‘install success!!’가 표시되면
다음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합니다(펌웨어 업데이트 완료 후 kernel extension 은
‘uninstall’을 클릭하여 제거합니다)

‘ASM106BFwUpdate_Sample_App_V110’폴더를
실행합니다.

열고

‘ASM106BFwUpdate_Sample.app’을

보안 창이 표시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Set Bin File path’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경로의 ‘6014_0B.ROM’파일을 선택하고 화면 아래의 ‘Open’을 클릭합니다.

‘Update FW’를 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FW update success!’ 메시지가 표시
될 때 까지 기다립니다.

‘FW update success!’가 표시 됩니다.

‘Show Fw Version’을 클릭하여 현재 버전을 확인 합니다. 펌웨어 버전은 제품 전원 제거 후 다시
연결하였을 때 버전 변경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완료 후 ‘kernel extension’ 화며에서 ‘uninstall’을 클릭하여 제거 후 앱을
종료합니다.

제품을 재 시작합니다.

USB 업데이트-Mac OS X

제품과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MAC PC 와
제품은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8TB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Non-Raid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MAC Update(USB)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제품이 인식되면 다운로드 파일에서 ‘ASM109xFwUpdateTol.app’를 실행합니다.

화면에서 MAC 사용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login’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 아래의 ‘Get Fw Version’을 클릭하면 현재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이미 업데이트가
된 경우라면 창을 닫고 업데이트를 중지 합니다.

업데이트 화면에서 ‘Set Path’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경로의 ‘*.bin’파일을 선택하고 화면 아래의
‘open’을 클릭합니다.

‘Update FW’를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제품을 MAC 에서 제거 후 다시 연결하여 재 시작합니다.
업데이트를 확인은 제품이 인식되면 다운로드 파일에서
실행합니다.

‘ASM109xFwUpdateTol.app’를

화면에서 MAC 사용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login’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 아래의 ‘Get Fw Version’을 클릭하면 업데이트된 현재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