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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제품 개요

•

•

고속 이더넷 인프라용 SANLink3

•

SANLink3 N1
Thunderbolt™ 3 Bridge Adapter
NEW High Speed bus-powered Thunderbolt™ 3 Ethernet Bridge

특장점

ThunderboltTM3 포트를 
이용한 최대 10Gbps 이더넷 
연결 제공

컴팩트한 버스 전원 방식의 
디자인으로 쉬운 연결, 
시원하고 조용한 실행

ThunderboltTM3 표준 준수

ThunderboltTM3 케이블 포함

휴대성 및 초고속 이더넷 연결 
데스크톱 시스템

간단히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고급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속도 향상

영상 작업자들에게 이상적인 
NBASE-T연결

점보 프레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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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boltTM3                       기술이 적용된 SANLink3 시리즈는 영상 작업자들이 
이더넷 인프라에 연결하는 방법을 혁신합니다. 

고속의 NBASE-T 기술은 새로운 10Gbps 혹은 기존의 1/2.5/5 Gbps
에서 네트워크의 회선 속도를 최대화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신속한 네트워크 엑세스로 창의적이고 높은 수요가 필요한 작업을
간소화 합니다.

버스 전원, 컴팩트, 조용하고 가벼움, 전원 어댑터 불필요, 쉬운 설치

OSX 용 간단한 플러그 앤 플레이로, SANLink3 를 썬더볼트 TM3로 
연결후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면 완료됩니다.

SANLink3 NBASE-T 는 당신의 컴퓨터에  썬더볼트 TM3를 통한 고성능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초고속 썬더볼트TM3 는 썬더볼트TM2 대비 두 배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ThunderboltTM3 기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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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NBASE-T Ethernet Port View

ThunderboltTM3 Port View

Pegasus3 저장 장치 및 SANLink3 브릿지 어댑터를 
활용하여 모든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ThunderboltTM3 TM3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ANLink3 N1 제품 사양

외장 포트 NBASE-T Ethernet Port

1250MB/s 에서 10Gb
625MB/s 에서 5Gb
312.5MB/s 에서 2.5Gb
125MB/s 에서 1Gb

Thunderbolt™ 포트

전송률

프로토콜
IEEE 802.3an - 10GBASE-T
IEEE 802.3bz - 2.5G/5GBASE-T
IEEE 802.3ab - 1000BASE-T
IEEE 802.3u - 100BASE-TX

Host Bus 타입

보증 기간 

치수

무게

싱글 40 Gbps Thunderbolt 포트
  

3 년 보증

24 (H) x 96.4 (W) x 48 (D) mm

120g

Thunderbolt 3가 있는 노트북 및 워크스테이션
(ThunderboltTM3 cable included)

모델

SANLink3 N1

OS 지원 OS X 10.13.3 이상
Windows 10 (64-bit 드라이버 다운로드 가능)

요구 사항

싱글 Thunderbolt 3 technology 포트 (40 Gb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