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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시스템 요구사항
1.1.1 PC 요구사항
 인텔 펜티엄 3 CPU 500MHz, 128MB RAM 이상
 eSATA 장착 PC; Windows XP/Vista
 FireWire 장착 PC; Windows XP/Vista
 USB 2.0 (USB 1.1) 장착 PC; Windows XP/Vista
 사용자의 하드웨어 장치에 대응하는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 USB 2.0 호스트 컨트롤러)
 eSATA 호스트 컨트롤러용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지원
1.1.2 Mac 요구사항
 Apple G4 프로세서, 128MB RAM 이상
 eSATA 장착 Mac; Mac OS 10.4 이상
 FireWire 장착 Mac; Mac OS 10.2 이상
 USB 2.0 (USB 1.1) 장착 Mac; Mac OS 10.2 이상
 사용자의 하드웨어 장치에 대응하는 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 USB 2.0 호스트 컨트롤러)
 eSATA 호스트 컨트롤러용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지원
1.1.3 지원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 4 개의 3.5" SATA-1 또는 SATA-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5Gb/s 또는 3.0Gb/s)
 동일 제조사 및 동일 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권장
 2TB 이상의 대용량 지원

주의
컴퓨터에서 2TB 이상의 대용량을 사용하려면 하드웨어와 운영시스템 둘 다 대용량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Windows Vista 이상 또는 Mac OS 10.4 이상).

1.2 포장 내용물
포장 내용물은 공급업체 및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ydra LC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포함 안 됨)
전원 코드
인터페이스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1.3 본 설명서에 관하여
펌웨어, 이미지, 설명 등에서 본 설명서와 실제 제품이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능과 특성은
펌웨어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마다 보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보증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 상표
 MS-DOS, Microsoft, Windows XP/Vista 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표입니다.
 Apple Macintosh 와 Mac 은 애플 컴퓨터의 상표입니다.
 그 외 모든 제 3 자 브랜드와 이름은 각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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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세히 보기
앞면

1.5.1

상태

LED/버튼
 청색 = 전원 켜짐

 녹색 깜박임 = 데이터 접속 중
 적색 깜박임 = 시스템 시동 중
 적색 유지 = 오류 또는 드라이브 설치 안 됨

2 개나 3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만 설치할 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누락을 알리는 적색 LED
표시등을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황색 깜박임 = 레이드 배열 복구 중
 황색 유지 =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 장애
 레이드 모드는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드 모드 잠김
선택

 설정 메뉴나 모드를 선택합니다.

확인

 현재 옵션을 확정하거나 설정 메뉴에
들어갑니다.

레이드 모드를 변경하려면
드라이브를 재포맷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포맷 중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기존 데이터를
먼저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레이드 모드가 우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레이드 모드를 잠글 수 있습니다.
레이드 모드가 잠겨 있을 때에는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레이드 설정을 변경하거나 레이드
설정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디스플레이에는 “레이드 모드 잠김”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5.2

뒷면
라벨

설명
보안 잠금 슬롯

ON/OFF

전원 스위치

AC: 100~240V

전원 콘센트

eSATA

외부 SATA 포트

FW400

FireWire 400 (1394a) 포트

FW800

FireWire 800 (1394b) 포트

USB 2.0

USB 2.0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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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레이드 모드
동일한 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권장합니다. 용량이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총 공간은
용량이 가장 작은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성능 차이는 eSATA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레이드 모드를 바꾸려면 드라이브를 재포맷해야 합니다. 그러면 포맷 중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먼저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1.6.1 디스크 스패닝 (Disk Spanning)
드라이브들은 하나의 커다란 단일 용량으로 나타나지만, 총 크기는 가장 작은 용량의 드라이브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스패닝이란 드라이브들에 순차적으로 쓰여지는 배열(레이드가 아님)을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성능상 이점이나 이중화 이점이 없습니다.
 2 드라이브
 4 드라이브

1.6.2 디스크 스트라이핑 (Disk Striping) (레이드 0)
드라이브들이 하나의 커다란 단일 용량으로 나타나지만, 총 크기는 가장 작은 용량의 드라이브에
맞추어 설정됩니다. 속도가 제일 중요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레이드 레벨 0 (일명 스트라이핑)은
이중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열은 드라이브의 데이터 조각 각각을 세그먼트로 분리합니다.
패리티 데이터 체크 없이 데이터가 쓰여지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은 가장 빠르지만, 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배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 드라이브
 4 드라이브

1.6.3 디스크 미러링(Disk Mirroring) (레이드 1)
드라이브들이 하나의 용량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용량이 작은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총 용량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1 은 어떤 데이터 세트와 똑같은 사본(또는 미러)을 두 번째
드라이브에 생성해둡니다. 이것은 용량보다 안전성과 백업이 더 중요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고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2 드라이브

1.6.4 디스크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의 혼합(Disk Mirroring with Striping) (레이드 10)
드라이브들이 하나의 용량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용량이 작은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총 용량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1 은 어떤 데이터 세트와 똑같은 사본(또는 미러)을
생성해둡니다. 이것은 용량보다 안전성과 백업이 더 중요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4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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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디스크 스트라이핑과 전용 패리티의 혼합(Disk Striping with dedicated parity) (레이드 3)
드라이브들이 하나의 용량으로 나타나지만, 용량이 가장 작은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총 용량은
전체를 합한 크기에서 한 개 드라이브의 크기를 뺀 용량만큼입니다. 레이드 3 은 바이트 레벨의
스트라이핑을 이용하며 패리티 데이터가 전용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싱글 패리티 디스크는
쓰기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킵니다. 모든 쓰기에는 패리티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소한 장점은 패리티 드라이브가 실패하더라도 전용 패리티 디스크가 패리티
불이익이나 성능 불이익 없이 작동이 계속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3 드라이브
 4 드라이브
 3 드라이브 + 1 예비

예비 드라이브(Spare Drive)
세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1 개의 예비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총 용량은 두 개의
드라이브만큼의 크기입니다. 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드라이브의 대체를 기다리지
않고 예비 드라이브를 이용해 곧바로 데이터가 복구됩니다. 예비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세 개의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장치를 켜고 레이드 3 으로 설정을 한 후 재 시작을 한 다음 네 번째
드라이브를 설치하십시오.
1.6.6 디스크 스트라이핑과 분산 패리티의 혼합(Disk Striping with distributed parity) (레이드 5)
드라이브들이 하나의 용량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작은 용량의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총 용량은
전체를 합한 크기에서 한 개 드라이브의 크기를 뺀 용량만큼입니다. 레이드 5 는 블록 레벨의
스트라이핑을 이용하고 패리티 데이터를 모든 멤버 디스크들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고성능과 데이터
무결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3 드라이브
 4 드라이브
 3 드라이브 + 1 예비

예비 드라이브(Spare Drive)
세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1 개의 예비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총 용량은 두 개의
드라이브만큼의 크기입니다. 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드라이브의 대체를 기다리지
않고 예비 드라이브를 이용해 곧바로 데이터가 복구됩니다. 예비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세 개의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장치를 켜고 레이드 3 으로 설정을 한 후 재 시작을 한 다음 네 번째
드라이브를 설치하십시오.

주의
재포맷 없이 기존 레이드 배열에 드라이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드라이브를 더 추가하려면,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레이드 모드를 변경하거나 현재 모드를 재
확정한 다음 새 파티션을 만들고 다시 드라이브를 포맷해야 합니다.

1.7 데이터 백업에 관하여
파일을 보호하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사본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Hydra 에, 두
번째 사본은 내부 드라이브나 CD, DVD, 테이프, 추가 외부 드라이브 같은 다른 저장 매체에
보관해둘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Hydra 사용 중에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손상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단독 책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사는 이 데이터에 대한 보상 책임이나 복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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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설정
2.1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조립
드라이브는 어떤 위치로든 설치가 가능하며 특별히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부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드라이브를 강제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드라이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드라이브가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케이스 바닥의 스위치를 잠금 해제합니다.
2. 하우징에서 전면 패널이 분리될 때까지 뒤에서 내부 섀시를 밉니다.
3. 전면 패널을 앞으로 당긴 다음 위로 올려 분리하십시오. 하드디스크 고정 핸들의 나사들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푼 후 빼내십시오.

4. 아래 그림처럼 SATA 커넥터가 전면과 반대쪽을 향하도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하십시오.
측면의 여섯 개 나사로 드라이브를 장착하십시오.

5. 하드디스크 고정 핸들을 다시 케이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가볍게 제자리에 눌러 준 후 나사를
조여주십시오.
6. 전면 패널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전원을 켜고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원하는
레이드 모드로 설정을 하고 새 파티션을 생성한 후 드라이브를 포맷하십시오.

주의
재포맷 없이 기존의 레이드 배열에 드라이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드라이브를 더 추가하려면,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레이드 모드를 변경하거나 현재 모드를 재
확정한 다음 새 파티션을 만들고 다시 드라이브를 포맷해야 합니다.

중요
장치를 처음 시동할 때와 레이드 모드를 변경할 때, 설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기존
데이터는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하기 전과 레이드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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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
드라이브들 중 어느 하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LED 에 황색 불이 켜지면서 해당 HDD LED 에
적색 불이 들어옵니다. 드라이브 한 개만 장애가 있고 레이드 모드가 레이드 1, 레이드 3, 레이드 5,
레이드 10 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장애 드라이브를
바로 교체하여 지속적인 백업과 데이터 안전을 확보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레이드 모드가 레이드 0 이나 스패닝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는 유실되며 드라이브가 교체될 때까지 이 시스템에 다시 접근할 수
없습니다.
1. HDD LED 를 확인한 후 장애 드라이브를 교체하십시오. 적색 LED 는 HDD 에 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이브를 교체할 때 전원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2. 새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몇 초 후, 해당 LED 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3. 레이드 1, 레이드 3, 레이드 5, 레이드 10 의 경우, 레이드 배열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복구 LED 에 황색 불이 깜박입니다. 드라이브의 용량에 따라, 레이드
배열을 복구하는데 수 시간이 걸립니다.
4. 레이드 0 과 스패닝의 경우, 기존 파티션을 지우고 새 파티션을 생성한 후 드라이브들을 다시
포맷하십시오.

주의
복구 진행 과정에서 전원을 끄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중단되더라도 전원을
다시 켜자마자 데이터 복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2.3 컴퓨터 연결
외부 저장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의 몇 가지 예방조치와 주의사항들:
 제품이 물이나 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 케이스의 통풍 구멍을 덮지 마십시오.
 언제든 한 가지 인터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 eSATA 연결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다른 케이블들을 먼저 분리한 후 새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원하는 레이드 모드를 설정하십시오.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분리하면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게 하려면, 외부 하드웨어의 분리 절차를
항상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예: 장치제거 후 분리).
 컴퓨터가 2TB 초과 용량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하드웨어와 운영시스템 둘 다 대용량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예: Win Vista 32bit/64bit 이상 또는 Mac OS 10.4 이상). 아니면
2TB 초과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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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D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에는 시스템의 상태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시스템 구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며, 특정 장치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옵션을 변경하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메뉴에 들어가서
변경을 확정하려면, [확인](OK)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상의 마법사에
따르거나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3.1 주 메뉴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서로 다른 메뉴들을 번갈아 변경할 수 있으며 [확인](OK)버튼을 눌러
어느 한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주 화면에는 제품명과 현재의 레이드 모드가 표시됩니다.
2. 시스템 정보에는 장치 구성과 하드웨어에 관한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3. HDD 정보에는 설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4. 설정 메뉴에는 장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3.2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메뉴가 선택될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면 장치
구성 및 하드웨어에 관한 상세 내역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화면을 약 8 초 동안
표시하며 서로 다른 정보를 자동으로 순환시킨 후, 주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빨리 돌리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1. 시스템 정보 메뉴의 주 화면.
2. 일련번호(예:0001D202454647)는 1394 벤더 ID, 칩 ID Hi, 칩 ID Lo 를 조합한 것입니다.
3. Hydra LCM 의 현재 펌웨어 버전(예:3.02.1001.0000)이 표시됩니다.
4. I/O 상태(예:FW800)는 컴퓨터와의 연결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5. 스마트-팬의 현재 속도(예:2821 RPM)와 열 탐지 온도(예:24C)가 표시됩니다.
6. 현재 2TB 초과 상태와 알람 기능이 표시됩니다.
7. 레이드 모드의 설정 방식 (LCM = LCD 디스플레이, AP = 외부 프로그램)과 총 저장 용량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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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DD 정보
HDD 정보 메뉴가 선택될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면 설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관한 상세 내용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화면을 약 8 초 동안
표시하며 서로 다른 정보를 자동으로 순환시킨 후, 주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빨리 돌리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1. HDD 정보 메뉴의 주 화면.
2. HDD1 에 설치된 드라이브의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가 표시됩니다.
3. HDD1 에 설치된 드라이브의 총 저장 용량과 온도가 표시됩니다.
4. HDD2, HDD3, HDD4 에 설치된 드라이브들에도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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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정
설정 메뉴가 선택될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면 구성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선택](Select) 버튼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설정들을 번갈아 순환한 후
[확인](OK)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장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2TB 를 넘는 대용량 지원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옵션.
2. 레이드 설정을 위한 설정 메뉴.
3. 일반 알람 사운드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옵션.
4. 온도 알람 사운드 사용함 또는 사용 안 함 옵션.
5. 스마트 팬의 팬 속도를 정하는 설정 메뉴.
6.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불빛 유지 시간을 정하는 설정 메뉴.
7. 설정 메뉴를 나가 주 메뉴로 되돌아가기.

3.4.1 2TB 초과 용량 모드
컴퓨터가 2TB 초과 용량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하드웨어와 운영시스템 둘 다 대용량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예: Win Vista 32bit/64bit 이상 또는 Mac OS 10.4 이상). 아니면 2TB
초과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함](Enabled)은 2TB 를 넘는 용량을 지원합니다. 총 저장 용량이 2TB 를 초과하는 경우,
하위 운영시스템에서는 이 드라이브의 장착과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안 함](Disabled)은 2TB 까지의 용량만 지원합니다. 총 저장 용량이 2TB 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없지만 하위 운영시스템은 여전히 이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OK)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간 후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면 서로 다른 옵션들이
번갈아 바뀝니다.
 설정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해당 메뉴를 나가려면, 나가기(Exit) 화면이 보일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고 [확인](OK)버튼을 눌러 이를
선택한 후 다시 [확인](OK)버튼을 눌러 이 변경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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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레이드 모드 설정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레이드 모드를 설정하려면, 전면 패널 뒤의 레이드 설정 (RAID SET)
스위치가 잠금 위치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SPAN] 디스크 스패닝. [RAID 0] 디스크 스트라이핑.
 [RAID 1/10] 디스크 미러링 (HDD 2 개  RAID 1 구성, HDD 4 개  RAID 10 구성).
 [RAID 3] 디스크 스트라이핑과 전용 패리티의 혼합. 예비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세 개의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장치의 전원을 켜고 레이드 3 으로 설정을 한 후 재 시작을 한 다음 네
번째 드라이브를 설치하십시오.
 [RAID 5] 디스크 스트라이핑과 분산 패리티의 혼합. 예비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면, 세 개의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장치의 전원을 켜고 레이드 3 으로 설정을 한 후 재 시작을 한 다음 네
번째 드라이브를 설치하십시오.
1. RAID Mode Setup(레이드 모드 설정) :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림①]
2. Select RAID Mode(레이드 모드 선택) : 사용하고자 하는 레이드 모드를 선택합니다.[그림②]
Select(선택) 버튼 : 레이드 모드가 순환됩니다.[그림③~⑦]
OK(확정) 버튼 : Select RAID Mode(레이드 모드 선택 창)에서 OK(확정) 버턴을 누르면 선택된
레이드 모드로 초기화 진행을 시작 합니다.[그림③→⑥]
3. Are You Sure?(맞습니까?) : 선택한 레이드 모드를 사용 하려면 OK(확정) 버튼 클릭[그림③]
4. Erase all data?(모든 데이타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 한 번 더 확인합니다.[그림④]
5. OK(확정) 버튼을 누르면 모든 데이타는 삭제되고, 장치가 자동으로 재 시작됩니다.[그림⑤]
6. 시작 후 새로운 레이드 모드 설정을 위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
OK(확정) 버튼을 눌러 레이드 모드 변경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그림⑥]
* 설정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해당 메뉴를 나가려면, 나가기(Exit) 화면이 보일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림⑦]

주의
레이드 모드를 바꾸려면 드라이브를 재 포맷해야 합니다. 그러면 포맷 중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먼저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레이드 모드 바로 다음에 현재 설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개수가 표시됩니다 (예: 4HDD).
이 정보는 참고용일 뿐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레이드 배열은 현재의 드라이브 개수로 구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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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알람 설정
일반 알람 사운드는 시스템을 시작할 때 들리는 짧은 비프 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도
울립니다. 이 알람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음 중 한 가지를 실행하십시오.
 [ON] 비퍼와 알람을 사용함.
 [OFF] 비퍼와 알람을 사용 안 함.
[확인](OK)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간 후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면 서로 다른 옵션들을
번갈아 바뀝니다.
 설정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해당 메뉴를 나가려면, 나가기(Exit) 화면이 보일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OK)버튼을 눌러
이 변경을 확정합니다.

3.4.4 온도 알람 설정
이것은 열 탐침이 측정한 내부 온도가 임계 레벨 (>61˚C)에 도달하면 들리는 알람 사운드입니다 이
기능의 사용여부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 고온 알람 사용 함.
 [OFF] 고온 알람 사용 안 함.
[확인](OK)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간 후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면 서로 다른 옵션들을
번갈아 바뀝니다.
 설정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해당 메뉴를 나가려면, 나가기(Exit) 화면이 보일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OK)버튼을 눌러
이 변경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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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팬 속도 설정
스마트-팬은 내부 케이스 온도에 맞추어 팬 속도를 자동 조절할 수도 있고, 특정 속도로 설정되거나,
비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 HDD 온도에 맞추어 팬 속도를 조절합니다 (45˚C 미만 = 저속, 45-60˚C = 5 단계 속도 상승,
61˚C 초과 = 고속).
 [고속] 팬 속도가 고속으로 설정됩니다.
 [저속] 팬 속도가 저속으로 설정됩니다.
 [꺼짐] 팬이 꺼집니다. 이 설정은 온도조절이 되는 서늘한 실내에 장치가 위치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OK)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간 후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면 서로 다른 옵션들을
번갈아 바뀝니다.
 설정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해당 메뉴를 나가려면, 나가기(Exit) 화면이 보일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OK)버튼을 눌러
이 변경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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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백라이트 설정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를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거나, 화면이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ON] 항상 켜짐.
 [OFF] 항상 꺼짐.
 [1 분] 화면이 1 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3 분] 화면이 3 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5 분] 화면이 5 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백라이트가 꺼집니다.
[확인](OK)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간 후 [선택](Select) 버튼을 누르면 서로 다른 옵션들을
번갈아 바뀝니다.
 설정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해당 메뉴를 나가려면, 나가기(Exit) 화면이 보일 때까지
[선택](Select) 버튼을 누른 후 [확인](OK)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려면,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OK)버튼을 눌러
이 변경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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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벤트 정보
하드웨어 및 장치 구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LCD 디스플레이에 특정 이벤트 정보도 표시됩니다.
다음은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들의 목록과 그 의미들입니다.
 [HDD Error / Remaining 3xHDD] (HDD 오류 / 나머지 3XHDD)
레이드 0 이나 SPAN 을 사용할 때 드라이브들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면서
디스플레이에 아직 양호하게 작동하는 나머지 드라이브 개수가 표시됩니다. 장애 드라이브를
알아내려면 HDD LED 를 확인하십시오.
 [RAID Warning / Degraded Array] (레이드 경고 / 배열 붕괴)
RAID 1, 10, 3, 5 를 사용할 때 드라이브들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면서
디스플레이에 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OK)버튼을 눌러 일시적으로 알람을 끄고 HDD
LED 를 보고 장애 드라이브를 찾아내십시오.
 [XX Cable / Connected](XX 케이블 / 연결됨)
어떤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Cable / Disconnected] (케이블 / 분리됨)
케이블이 분리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Rebuilding… / Hrs left xhxxmin] (복구 중… / 남은 시간 x 시 xx 분)
레이드 배열의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표시되며, 이것은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Alarm / High Temperature] (알람 / 고온)
임계 온도를 표시합니다(>61˚C).
 [Alarm / Fan Failure] (알람 / 팬 고장)
팬 고장이나 갑자기 느려진 RPM 을 나타냅니다.
 [Detecting Disk / Starting…](디스크 탐지 중 / 시동 중…)
시스템이 시동 중일 때 나타납니다.
 [XX / Starting …](XX / 시동 중 …)
시스템이 시동 중일 때 나타납니다.
 [RAID Mode Locked](레이드 모드 잠김)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레이드 모드를 변경하려 하는데 레이드 설정 (RAID SET) 스위치가 설정
잠김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 이 기기는 업무용(A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 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부록
4.1 안전 정보
4.1.1 6-핀 FireWire 케이블
6-핀 FireWire 케이블을 사용할 때, 커텍터를 잘못된 방향(뒤집힌 방향)으로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안 그러면 장치가 손상됩니다!
4.1.2 장소와 배치의 주의사항
장치를 덮지 마시고 열에 민감한 다른 장비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두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라디에이터 옆, 기타 고온의 열원이 있는 곳(35° C 이상), 다습한 곳
(90% 이상).
 진동이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또는 경사진 장소.
 제품이 물이나 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1.3 전기 및 전원 플러그
감전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전원 코드를 먼저 장치에 연결한 다음에 벽면 콘센트에 꽂아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 케이블을 만져서는 안 되며, 전원 케이블을 개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장치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 또는 소음이 나는 경우, 즉시 스위치를 끄십시오.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케이블이나 권장한 케이블만 사용해야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2 FAQ
Q: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드라이브를 포맷해야 하나요?
A: 이것은 사용자의 드라이브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사가 권장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Windows XP/Vista  NTFS
 Mac OS X  HFS+ (Mac OS Extended)
 PC 와 Mac 둘 다에서 사용하려면  FAT32 (단일 파일 크기가 4GB 로 제한됨)
Q: 몇 개의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해야 데이터가 유실되나요?
A: 레이드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이드 0 과 스패닝에서는 어떤 드라이브에든 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레이드 1, 레이드 3, 레이드 5, 레이드 10 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드라이브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이상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Q: 컴퓨터가 대기 모드에 진입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나요?
A: 아닙니다. 데이터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계속 회전을
유지합니다.
Q: 드라이브들 중 일부 LED 표시등은 왜 적색 불인가요?
A: HDD LED 중 어느 하나가 적색 불이면서 동시에 복구 LED 에 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그
드라이브에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4 개 미만의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시에 복구 LED 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 베이에는 드라이브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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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본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산정됨으로 반드시 구입 일자를 기재
받으시어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 보증은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준합니다.

■ 무료 품질 보증 기간 : 구입 후 1 년
무료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일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제품에 표기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 유료 서비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1.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 시.
2. 판매원이나 서비스센터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3. 설치 후 이동 시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
4. 사용 전원의 이상 또는 본 제품에 부착되는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5.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6. 무료품질보증기간 이후 고장 발생 시.
※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발생 시 서비스 요금이 청구됩니다.
※ 제품 고장 발생 시 고객지원센터나 구입처로 연락하십시오.
※ 이 제품은 국내 판매용 제품으로 해외에서 유/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을 해외에서 사용시 국내의 유/무료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운송비는
고객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증표시 안내
- 기기의 명칭 : 외장형 저장 장치
- 모델명 : Hydra LCM
-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 부호 : SRT
- 제조자 : inxtr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