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ISE의 Pegasus2
시리즈 및 SANLink2

Thunderbolt™ 성능을 이용한 4K 작업
Pegasus2 시리즈는 Intel®의 획기적인 20Gbps 인터페이스인
Thunderbolt™ 2가 탑재된 세계 최초의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Pegasus2 시리즈는 Thunderbolt™ 2의 최대 성능을 활용하여, 4K 작업
환경을 가속화 및 간편화 할 수 있는 뛰어난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스토리지 용량을 극대화 하고, 업계 선두의 RAID 보호를
제공합니다. Pegasus2 시리즈는 최초의 Thunderbolt 2 기술이 탑재된

RAID 5 솔루션이며, 야외 촬영을 위한 휴대용 RAID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Pegasus2 시리즈는 또한 PROMISE VTrak 스토리지 및
PROMISE VTrak A-Class 공유 SAN 솔루션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Thunderbolt™ 2-to-8G 광채널 브릿지인 SANLink2와 더불어
PROMISE의 4K 작업 환경을 위한 토탈 솔루션의 필수요소 입니다.

Pegasus2 with Thunderbolt™ 2
Pegasus2 with Thunderbolt™ 2 – 20Gbps
Pegasus2 초당 20Gb의 속도의 Thunderbolt™ 2 연결을 통한 세계 최고의
연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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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bolt™ 기술은 뛰어난 성능과 대역폭과 함께 영상 신호 역시 지원하며,
Thunderbolt™ 2는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그리고 컴퓨팅 환경의
Ultra-HD/4K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트렌드를 포용합니다. 기존 Thunderbolt™
의 두배 대역폭인 20Gbps의 속도로, Thunderbolt™ 2는 고성능 대역폭을
통하여 3D 및 4K 비디오 파일들의 전송 및 재생이 동시에 필요한 비디오
제작자 및 멀티미디어 전문가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Performance for 4K Workflows
Blistering Fast Transfer Speeds
Pegasus2 시리즈는 Thunderbolt™ 2의 최대
성능을 활용하여, 4K 작업 환경을 가속화 및
간편화 할 수 있는 뛰어난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Thunderbolt™ 2 및 Pegasus2
대역폭의 장점은 전문가들이 4K 비디오 자료를
편집하고 재생함과 동시에 한대의 Pegasus2
시스템 혹은 데이지체인으로 연결된 여러대의
Pegasus2 장비들에 백업할 수 있게 해주며, 기존
썬더볼트 장비에 쓰던 케이블을 여전히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Ingest Spurce
Pegasus2 R8

Capacity for Creative Projects
Performance, Innovation, and Capacity
Thunderbolt™ 2의 혁신 기술을 업계 최고 속도의
스토리지 솔루션인, Pegasus2의 용량과 성능에
연결하십시오. Thunderbolt™ 2 시스템의 스토리지
용량을 여러대의 Pegasus2 장비를 데이지체인으로
연결하여 확장하여, 대용량 추가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Pegasus2는 4-8 베이 디자인으로 최대
32TB 용량을 제공하고, 모든 종류의 대용량 미디어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he Pegasus2 R4 8TB RAID system Thunderbolt™ 2 기반
스토리지 제품군의 엔트리급 제품.
The Pegasus2 R6 12TB RAID system 뛰어난 가성비와
월등한 데이터 보호 제공.
The Pegasus2 R6 18TB RAID system 성능, 데이터 보호
그리고 용량을 모두 고려한 제품.
The Pegasus2 R8 24TB RAID system Thunderbolt™ 2
RAID 스토리지 중에서 가장 고성능 제품.
The Pegasus2 R8 32TB RAID system Thunderbolt™ 2
최대 속도로 최대용량을 제공.

Daisy-chain up to 6 Pegasus enclosure units or Thunderbolt peripherals

PROMISE 4K Workflow
PROMISE 4K Workflow
Pegasus2는 PROMISE의 4K 작업 환경용 토탈 솔루션의 필수요소이며,
블록 단위 혹은 SAN 스토리지에 액세스가 불가능한 야외촬영에 가장
적합한 RAID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Pegasus2 - 야외촬영 후의 제작과 방송에 필요한 휴대용 RAID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SANLink2 - Thunderbolt™ 2-to-8G 광채널 브릿지는 4K
어플리케이션용 광채널 연결을 제공합니다.
VTrak A-Class - 통합 SAN-in-a-box 제품으로서, VTrak A-Class는
리치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화된 성능과 최대 50%
비용절감으로 기타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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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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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est Source

End to End 4K Solution
x30

Compact & Portable
Portable RAID for Offsite Shoots
스튜디오 밖에서 촬영 작업을 한다고 해서 RAID 보호와 스토리지의
성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egasus2는 엔터프라이즈급
하드웨어 RAID 보호 기능과 뛰어난 20Gbps 속도의 Thunderbolt™ 2
기술을 컴팩트하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휴대 가능한 패키지에 담고
있어, 사진작가, 비디오 제작자 그리고 다른 멀티미디어 전문가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Pegasus2는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 보다 성능 대비 필요한 하드웨어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컴팩트한 인클로저에 옵션 휴대용 케이스로,
Pegasus2는 사진작가들과 비디오 제작자들이 to 쉽게 장비를 정리 및
준비하여, 촬영장소에 관계없이 휴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랩톱과 같은 휴대용 컴퓨터로도 Pegasus2를 통하여 제작중인
리치미디어 자료를 백업하고, 실시간으로 편집하며, 뛰어난 속도로 많은
작업을 동시에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ackup & Archive
Enterprise-Grade Data Protection
세계적인 명성의 PROMISE RAID 엔진은 20 여년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회사들의 소중한 디지털 자료들을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Pegasus2 드라이브로 프로젝트를 백업한 후,
백업된 자료의 보호는 수백만번 이상 설치가 되었으며,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신뢰되어지고 있는 기술력에 맡기면 됩니다.
Pegasus2를 사용환경의 여구사항에 맞게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최고의 성능을 위한 RAID 0, 두개의 하드 디스크가 망가져도
여전히 작동을 할 수 있는 RAID 6로 데이터 보호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으며, 혹은 요구사항에 따라 위의 두가지 이외에
다른 RAID 레벨 역시 요구사항에 따라 설정될 수 있습니다.

SANLink2
Groundbreaking SAN Connectivity Technology
PROMISE SANLink2는 Thunderbolt™ 2-to-8G 광채널 브릿지이며,
사용자들이 광채널 SAN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혁신적이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SANLink2는 고속 Thunderbolt™ 2 I/O 포트를 통하여 직접 외장 광채널
스토리지 혹은 SAN에 연결할 수 있는 듀얼 8Gbps 광채널 포트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제품은 자동으로 1, 2, 4, 혹은 8Gbps의 속도를 판단하여
작동하는 풀 듀플렉스 기능의 FC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underbolt™ Enabled Portable or
Desktop on a Fibre Channel SAN
－No Problem
SANLink2는 Thunderbolt™ 2 기술과 와벽히
호환되며, OS X를 지원합니다. SANLink2는
작동을 위해 아무런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 않고,
박스에서 바로 꺼내어 핫플러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듀얼 Thunderbolt™ 2 I/O 포트는 SANLink2가
최대 여섯대의 PROMISE Pegasus2와 같은
Thunderbolt™ 장비들과 데이지체인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Streamlining Workflows for Creative Professionals
SANLink 2는 광채널 SAN에 직접 연결할 수 없었던 휴대용 혹은 데스크톱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던 스토리지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합니다. SANLink2의
사용으로, 비압축 포맷의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프록시 편집에 필요했던 렌더링 시간을 단축하여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낮은 대기시간, 고성능
스토리지에 액세스하여 파일 로딩 시간을 단축하였고, 타임라인 상의
이동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 있고, 거대한 파일의 전송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pecifications
Pegasus2 Series
Model

Pegasus2 R8

Pegasus2 R6

Pegasus2 R4

8-bay Hardware RAID

6-bay Hardware RAID

4-bay Hardware RAID

Enclosure

Enclosure

Enclosure

Product Picture

Form Factor

2x Thunderbolt™ 2 technology ports (20Gbps)

Thunderbolt™ Ports
RAID Level

0, 1, 5, 6, 10, 50, 60

0, 1, 5, 6, 10, 50

0, 1, 5, 6, 10

Capacity

24TB (8x3TB)
32TB (8x4TB)

12TB (6x2TB)
18TB (6x3TB)

8TB (4x2TB)

Dimensions

Height: 12.2 in./31.0 cm
Width: 9.6 in./24.5 cm
Length: 7.3 in./18.7 cm

Height: 7.5 in./25.1 cm
Width: 9.6 in./24.5 cm
Length: 7.3 in./18.7 cm

Height: 9.9 in./19.2 cm
Width: 9.6 in./24.5 cm
Length: 7.3 in./18.7 cm

Weight

24.2 lb./11 kg

20.1 lb./9.1 kg

15 lb./6.8 kg

2 year warranty

Warranty

SANLink2 Series
• 2 x 8G Fibre Channel ports with auto negotiation of 1, 2, 4, and 8Gbps
• Host connectivity using 20Gbps Thunderbolt™ port
• 2 x Thunderbolt™ ports supporting daisy chaining for peripherals
• Supports all VTrak storage subsystems (4 & 8 Gbps Fibre Channel)
• Supports OS X, OS X Server and Xsan and StorNext filesystems
*Thunderbolt™ cable included
*Optional carrying case available for Pegasus2
Thunderbolt and the Thunderbolt logo are trademarks of Intel Corporation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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