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43-320-RS
미니-SAS HD SFF-8643 12 Gb/s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4U 20-베이 2.5" / 3.5" HDD / SSD 랙마운트 저장장치 섀시


20 포트 SAS / SATA 드라이브와 12 Gb/s 미니-SAS HD SFF-8643 + SGPIO 를 위한 백플레인
지원



20 개의 2.5"/3.5" SAS/SATA HDD/SSD 핫 스왑 트레이지원



간편한 서버 랙 통합을 위한 볼 베어링 스라이딩 레일 포함핫스왑이 가능한 3 개의 120mm x
38mm PWM 팬 기본 제공



랙 캐비닛에 섀시를 편리하게 고정하기 위한 자동 잠금 손잡이



ATX(PS2)/미니 리던던트 파워 서플라이 지원*



E-ATX 또는 SSI-EEB 마더보드 지원



표준 프로파일 PCI / PCIe x 7 슬롯 지원



독립된 드라이브 상태 LED

사양
모델 번호

RM43-320-RS

섀시 폼 팩터

4U

메인보드

SSI-EEB, SSI-CEB, Extended ATX, ATX, Micro-ATX, Mini-ITX

드라이브 베이

냉각 시스템

외부

3.5"핫스왑 x 20
슬림 광학 드라이브 x 1 (최대 12.7mm)

내부

2.5" x 2(최대 15mm)

후면

80mm 팬 슬롯 2 개

내부

핫 스왑이 가능한 120 x 38mm PWM 볼 베어링 팬 x 3 개

전원 공급장치

ATX (PS2) / 미니 리던던트*

CPU 쿨러의 한계

148mm

HDD 백플레인 파워 커넥터

4 핀 주변기기 x 10

확장 슬롯

표준 프로파일 PCI / PCIe x 7

전면 I/O 포트

USB 2.0 x 1, USB 3.1 Gen 1 Type-A x 1**

전면 버튼

電源開 / 關, 系統重置
LED x 1: 청색
섀시 파워

HDD 액세스 x 1: 녹색
LAN LED x 2: 녹색

LED 표시등
HDD 트레이

HDD 파워 LED x 20: 노란색
HDD 액세스 x 20: 깜박이는 녹색

HDD 백플레인

20 포트 SAS / SATA to Mini-SAS HD SFF-8643 x 5 + SGPIO

HDD 인터페이스

SAS III / II / I, SATA III / II / I

금속 두께

1.0mm ~ 1.2mm

레일 슬라이딩

지원되는 최대 무게

80 kg

랙 캐비닛 장착 홀 거리 (최소. ~최대.)

663mm ~ 915mm ±3mm

순 중량

2.48 kg

순 중량

16.2 kg

치수

442mm (W) x 175mm (H) x 660mm (D) 51.1 리터

* 미니 리던던트 PSU 의 장착 홀이 RM43-320-RS 후면 패널의 장착 홀과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십시오)
** RM43-320-RS 의 USB 내장 케이블의 길이는 800mm 이며, USB 3.1 포트로 외장 케이스를 연결할 경우,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더 짧은 케이스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www.silverstonetek.com

우수한 냉각 성능
전면에서 후면으로의 전형적인 공기 흐름을
활용하고 있는, RM43-320-RS 는 핫 스왑이
가능한 3 개의 120mm x 38mm 규격의 PWM
팬을 기본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되어 쿨링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간편한 서버 랙 통합
RM43-320-RS 는 추가 구매 없이 섀시를
서버 랙에 고정할 수 있게 하는 슬라이딩
레일 키트이 기본 제공됩니다

www.silverstonete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