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NEER-T
사용자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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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EER-T 설치 가이드

패키지 내용물
 CLONEER-T
 Power-delay 모듈
 디스크 캐리어 용 두 개의 동일한 키


RAID 및 전원-지연 모듈 연결하기 위한 전원 코드



GUI 프로그램 및 빠른 설치 안내서(PDF)가 있는 CD

개요
CLONEER-T는 RAID 1 디스크 미러링 및 백업 디스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RAID 상자는 RAID 상자에 2 개의 하드 드라이브에 동시에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최적화 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능형 온라인 복구 기능을 갖춘 RAID 상자를 사용하면 고장난 하드 드라이
브를 핫 스왑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새 하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AID 상자는 시스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RAID1 디스크를 백업하기
위한 시간 설정을 지원하는 백업 디스크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IDE 및 SCSI 와 SATA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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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레벨 1의 개념 (디스크 미러링)
RAID는 독립적이며 / 비용적으로 저렴한 디스크들의 중복 배열을 의미합니다.
RAID1은 여러 RAID층들 중 하나를 말하며, "디스크 미러링"이라고도 합니다.
이 RAID는 두 디스크에 동시에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배열된 RAID의 일부가 백업에 실패한 경우, RAID1은 높은 신뢰성과 지속적인
연속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RAID1에 삽입된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회로 관리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요청을 나머지 디스크로 간단히 전송합니다. RAID1은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데이터 데이터 또는 고성능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디스크 백업 기능 설명
CLONEER-T의 특장점은 디스크 백업 기능입니다. CLONEER-T는 전체 디스
크 백업에 대한 RAID 1 그룹의 쌍을 제외하고 3 번째 디스크를 자동 또는 수동
으로 백업하며, 내장 된 RTC (Real-Time Clock) 기능은 Windows 기반 GUI 프로

그램 스케줄링 가능합니다.
일정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월, 주 또는 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려는 노력을 줄여주며,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충돌 문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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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EER-T 전면도

오른쪽에 내장 된 LED 표시기는 하드 드라이브 상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신호음이 "bi-bi-bi"로 들리면 표시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이벤트에 응답하십시오.
상태표시기

액세스 표시기

RAID 상태

녹색

OFF

디스크가 올바르게 설치되었습니다.

녹색

ON/FLASH(BLUE)

디스크가 액세스 중입니다.

빨간불

OFF

디스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플래시(빨강/녹색)

ON/FLASH(BLUE)

디스크가 다시 작성 중입니다.

플래시(빨강/녹색)

ON/FLASH(BLUE)

디스크가 백업 데이터 입니다.

호박색

OFF

대기 모드의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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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후면
RAID 후면을 확인하여 RAID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표준 IDE (PATA) 40 핀 인터페이스
번호

구분

1

40 PIN IDE 인터페이스 케이블 용 커넥터

2

팬벤트(FAN VENT)

3

IDE 구성 점퍼 그룹

4

3 PIN RS232 커넥터(터미널 포트)

5

DC 전원 입력 커넥터

번호

구분

1

50 PIN SCSI 인터페이스 케이블 용 커넥터

2

팬벤트(FAN VENT)

4

3 PIN RS232 커넥터(터미널 포트)

5

DC 전원 입력 커넥터

번호

구분

1

SATA DC 전원 입력 커넥터

2

SATA 호스트 커넥터

3

팬벤트 3핀 RS232 커넥터(터미널 포트)

4

RS232 커넥터 및 GPIO(9/11/13 핀용 포트)

5

표준 AT/ATX DC 전원 입력 커넥터

표준 SCSI 50 핀 인터페이스

표준 SATA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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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elay module의 전면도
Power-delay module은 불안정하고 중요한 전원 공급 장치 시스템의 손상을
없애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예기치 않은 입력 DC 전력이 떨어졌을 지라도
12V DC 출력을 최대 10 초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분

1

DC 전원 입력 커넥터

2

DC 전원 출력 커넥터

GUI 프로그램을 통해 RAID의 디스크 자동 백업 일정을
사전에 구성합니다
StorConn은 Windows 기반의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디스크 백업 일정을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설정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StorConn 설치
StorConn 프로그램은 RAID 패키지와
함께 CD로 제공되며 아래 단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torConn 설치를 시작하려면
Setup.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시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설정을 계속 진행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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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설정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계약
조건에 동의하면 동의함을 선택하십시
오.
설치 프로그램은 StorConn을 기본 위치
인 C : \ Program Files \ StorConn에 설
치합니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려면 새 경로를 입력
하거나 변경을 클릭하고 새 위치를 선택
하십시오.
설치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은 바로 가기 아이콘을
기본 폴더에 "StorConn"으로 추가합니
다.
기본 폴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새 이름
을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기존 폴더를 선
택하십시오.
바로 가기 아이콘 위치를 확인한 후에는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설치가 시작됩니다.
마침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하라는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기 아이콘은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된 후 바탕 화면에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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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Conn 실행
1.

StorConn을 시작하려면 시작> 프로그램> StorConn> StorConn으로 이동하거나
Desktop의 StorConn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2. RAID를 검사하라는 옵션 검색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StorConn은 대역 내 및 대역 외
연결을 지원합니다. 대역 내 연결을 사용하려
면, COM 트 장치를 감지하지 않기 위해 “아
니오"를 선택하십시오.

1. RAID 감지는 RS232를 통해 RAID로부터 정보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지 프로세스 dialog box는 시스템의 RAID 감지
및 진행을 보여준다.

2. 검사가 끝나면 StorConn RAID information라는
dialog box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감지 된 RAID
속성과 현재 상태를 식별합니다.
RAID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3. Serial Number: RAID 상자의 일련 번호입니다.
Product ID : RAID 상자의 제품 ID.
Type : StorConn 프로그램이 RAID 상자와 통신
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Port : 감지 된 포트를 지정합니다.
Baud Rate : 통신 채널의 신호가 초당 변화하는 횟
수 또는 상태 간 전환 (COM 포트 만 해당).
정보를 확인한 다음 OK을 클릭하여 종료하십시오.
4. StorConn 서버 아이콘이 바탕 화면의 오른쪽 하단
에 있는 작업 표시 줄에 나타납니다. 옵션 메뉴의
오른쪽 하단을 한 번 클릭 하고, 스케줄 설정을 선
택하면 백업 스케줄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다음 챕터의 지침에 따라 스케줄을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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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ose RAID box: 구성 할 RAID 케이
스를 선택하고 RAID 케이스만 연결된 경
우 1로 남겨 둡니다.

2.

RAID box Time: RAID 케이스 시계 및
날짜를 보여줍니다.(기본 제공 실시간 시
계)

3.

RAID Box Time Setting: RAID 박스 시
간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
니다. 1. 라디오 버튼을 체크하고 Sync
Host Time 태그를 클릭하여 시스템 시간
을 호스트와 동기화하십시오. 2. 두 번째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날짜 / 시간 대화
상자를 활성화하고 수동으로 날짜 / 시간
을 조정 한 다음 Update 태그를 클릭하
여 시간 설정을 확인합니다.

4.

Manual Setting: 태그 백업을 활성화하
려면 태그를 백업 확인을 선택하고, 디스
크 -3을 설치하는 즉시 디스크 백업을 수
행하려면 태그를 클릭하십시오.

5.

Schedule Setting: 디스크 백업 일정을
설정하려면 Enable Scheduling을 선택
합니다. 기간은 월, 일주일, 매일 및 일 단
위 일 수 있습니다. Frequency를 선택하
여 메뉴를 스크롤 한 다음
Month/Week/Day/customize를 선택
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가치를 설정하십
시오.
Ex) 1 Month → Time : 예 : 1 월 1 일에 월 /
02 : 00을 설정하면 2 월 1 일 2시에 디
스크 백업이 수행됩니다.
2 Week → Day of week → Time
예 : 주 / 월 / 02 : 00으로 설정하면 매주
월요일 2:00 AM에 디스크 백업이 수
행됩니다.
6. 설정을 완료 한 후 Update 태그를 클릭하
여 구성을 완료하고 Done 태그 태그를 클
릭하여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