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421
TS
421S
Mini-SAS SFF-8088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4베이 2.5" HDD / SSD 스토리지 키트

각 하드디스크 케이스에는 전용 열쇠
자물쇠가 있어 더욱더 안전합니다

Protection

24Gbps

PWM Fan

SFF8088

Mini-SAS SFF-8088 최대 24 Gbps 전송 속도 지원
최대 4개의 2.5" SAS / SATA 6 Gbit/s 드라이브 지원
각 하드디스크 케이스에는 전용 열쇠 자물쇠가 있어 더욱더 안전합니다
각 하드디스크에 독립적인 LED 지시등이 있습니다
뛰어난 발열 효과의 하드 쿨러가 내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15mm 두께의 모든 2.5" 드라이브 지원
SATA 기능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종합 소매 팩에는 Mini-SAS SFF-8088과 Mini-SAS SFF-8088 연결 케이블,
Mini-SAS SFF-8087과 SATA 7 핀 연결 케이블, 전원 어댑터 카드 및 Mini-SAS 어댑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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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AS SFF-8088과 전원 어댑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연결합니다

Mini-SAS 어댑터와 전원 어댑터의
외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Mini-SAS 어댑터와 전원 어댑터의
내부 케이블을 연결합니
내부 Mini-SAS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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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TS421S
블랙
스틸
4 x 2.5인치 SAS / SATA HDD 또는 SSD (최대 15mm까지 지원)
최대6 Gbit/s (하드디스크 전송률에 따라 결정)
Mini-SAS SFF-8088 26 핀 커넥터 1개
녹색 점등: 전원 켜짐
노란색: 팬 고장
자주색: 과열
흰색: HDD 읽기 / 쓰기
80mm PWM 팬 1개
작동 온도: 5°C ~ 35℃
작동 습도: 20%RH ~ 80%RH
보관 온도: -20℃ ~ 50℃
보관 습도: 20%RH ~ 80%RH
1.4Kg
100mm (W) x 120mm (H) x 181mm (D)

길이
SAS포트

출력 커넥터와 전류
지능형 보호 시스템
케이블 길이 및 사양
순 중량
치수

SST-ECP01
주변기기 4 핀 피메일 커넥터 1개 (12V/5V) 또는
SATA 15 핀 피메일 커넥터 1개 (12V/5V)
DC 잭 커넥터 1개 (12V/5A)
USB Type-A 피메일 커넥터 1개 (5V/3A)
과전류보호
18 AWG의 DC 플러그 1.2m 케이블 1개와 OD 3.5mm DC
딤 2.5mm와 DC 딤 2.1mm 연결 어댑터
35g
120mm (W) x 21mm (H) x 53mm (D)

Taiwan Headquarters
12F., No.168, Jiankang Rd.,
Zhonghe Dist., New Taipei City 235,
Taiwan R.O.C.
Tel: + 886-2-8228-1238 / Fax: + 886-2-8228-7123
For sales and purchasing: sales@silverstonetek.com

SST-CPS03-RE
블랙 색과 파란색
Mini-SAS SFF-8087 36 핀 (대상) 과 사이드 밴드가 있는 SATA 7 핀 x 4 (함체)
간 연결 케이블 (SGPIO)
500mm
4

외부 Mini-SAS 케이블
모델 번호
색
커넥터
길이
SAS포트

SST-CPS01
블랙
Mini-SAS SFF-8088 26 핀 2개
1000mm
4

Mini-SAS 어댑터
모델 번호
어댑터 특징
전송 대역폭
커넥터

전원 어댑터 카드
모델 번호
입력 커넥터와 전류

CPS03-RE를 메인보드의 SATA
포트에 연결합니다

장착

SST-SA011
내부 Mini-SAS SFF-8087 x 1과 외부 Mini-SAS SFF-8088 x 1 연결 어댑터
최대 24Gbit/s
내부: Mini-SAS SFF-8087 1개(호스트 단말기, 예를 들어 메인보드 또는 Mini-SAS 확장
카드에 연결)
외부: Mini-SAS SFF-8088 1개(외부 드라이브 인클로저)
낮고 평평한 확장 슬롯, 표준 확장 슬롯(옵션)

비고
1. 전원 어댑터 카드 (ECP01) 를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의 총 전력 소비를 계산하여 이 카드를 지원할 만큼 전력이 충분하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공급장치에서 TS421S로 공급되는 60W는 제외해야 합니다
2. 사용 중인 TS421S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슬롯 수가 컴퓨터 케이스에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TS421S는 2개의 슬롯을 사용합니다
3. SAS HDD를 사용하려면 시스템에 SAS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하드 드라이브 용량과 RAID 지원은 사용 중인 SAS 또는 SATA 컨트롤러에 따라 다릅니다

USA
13626 Monte Vista Ave. Unit #A,
Chino, CA 91710,
USA
Tel: + 1-909-465-9596 / Fax: + 1-909-465-9569
For General Questions/Sales: usasales@silverstone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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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Brandstücken 27,
D-22549 Hamburg,
Germany
Tel: + 49-40-675931-0 / Fax: + 49-40-675931-66
For sales and purchasing: sales.eu@silverstonetek.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