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유닛

RX2417sas

Synology RX2417sas는 SAS/SATA 드라이브 베이 24개를 즉시 추가하여 Synology FlashStation1/
RackStation2의 볼륨을 확장하고 데이터를 백업하는 간편한 솔루션입니다. Synology RX2417sas에는
Synology 5년 제한 보증이 제공됩니다.

저장소 용량 확장
Synology FlashStation/RackStation의 저장소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면 Synology
확장 유닛 RX2417sas의 2.5" SAS/SATA 드라이브 24개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간편
하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Synology
RX2417sas를 Synology FlashStation/RackStation의 전용 로컬 백업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플러그 앤 유스(Plug-n-use) 기능
Synology RX2417sas를 해당 Synology FlashStation/RackStation에 연결하기만 하
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Synology RX2417sas에 있는 드라이브는 연결
된 Synology NAS의 내부 드라이브처럼 작동하며,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Synology DiskStation Manager(DSM)에서 직접 관리될 수 있습니다.
RX2417sas의 예비 전원 공급 장치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기능
• 플러그 앤 유스 (Plug-n-use) 설계로 원
활하게 저장소 공간 업그레이드
• 즉시 온라인 볼륨 확장
• 예비 전원 공급 장치로 서비스 가동 시
간 보장
• Synology RKS1317 로 신속하게 랙 고
정 잠금
• Synology 5 년 제한 보증 및 Synology
교체 서비스 (SRS) 제공 3
• Synology DiskStation Manager(DSM)
에서 관리

환경 친화적이면서 간편한 관리
수상이 빛나는 Synology DSM은 간편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일정 시간 동안 비활성화되면 DSM에
서 드라이브 최대 절전 모드 자동 실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를 절약하면서 설치된 드라이브 수명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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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하드웨어
호환 가능한 드라이브 유형

2.5" SAS/SATA HDD/SSD 24개(드라이브 미포함)

외부 포트

• SAS IN 1개
• SAS OUT 1개

크기(HxWxD)

• 88 x 430.5 x 692 mm
• 88 x 482 x 724 mm(서버 이어 포함)
• 2RU

무게

16.6kg

시스템 팬

4개(60 x 60 x 51 mm)

AC 입력 전원 전압

100V~240V AC

상용 주파수

50~60 Hz, 단상

전원 복구

연결된 Synology FlashStation/RackStation과 동기화됨

작동 온도

5°C~35°C(40°F~95°F)

보관 온도

-20°C~60°C(-5°F~140°F)

상대 습도

5%~95% RH

최대 작동 고도

5,000 m(16,400 ft)

지원되는 NAS 모델2

FS30171, RS18017xs+

환경 및 패키징
환경 안전

RoHS 준수

패키지 내용물

•
•
•
•
•

옵션 액세서리

Synology RKS1317 - 레일 킷 슬라이드형

보증

5년4

RX2417sas 본체 1개
빠른 설치 가이드 1개
액세서리 팩 1개
확장 케이블(Mini-SAS HD) 1개
AC 전원 코드 2개

*모델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synology.com을 참조하십시오.
1.
2.
3.
4.

Synology FlashStation FS3017에 연결하려면 FS3017 확장 카드(옵션)를 호스트 장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FS3017 확장 카드는 별매품입니다.
호환 가능한 모델에 대한 전체 정보를 보려면 www.synology.com을 방문하십시오.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nology 교체 서비스(SRS) 웹사이트(https://srs.synology.com)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기간은 영수증에 기입된 구매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ynology.com/company/legal/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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