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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소개
1. NEXT-225SSD 2.5형 2Bay HDD RACK은 PC에 설치가 용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2. Hot-Plug기능으로 SATA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Hot-Plug지원 메인보드 사용시..)
3. 전원 및 동작LED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4. NEXT HDD RACK을 장착하면 하드디스크 장착을 위해 PC의
뚜껑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예고 없이 외관 및 사양 그리고 내용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반드시 읽어보세요.)
1. HDD RACK과 하드(HDD)가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지 않도록 하세요. 하드(HDD)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정전기, 사용미숙, 제품불량 등으로 데이터의 손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제품에 연결하는 하드(HDD)는 반드시 중요한 기록 내용이
없는 것을 사용하세요.
3.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작업도중 하드(HDD)를 분리하면
데이터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이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HDD가 손상된 경우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드(HDD)에 기록되어 있는 DATA는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HDD가 포맷되지 않았을 경우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DD가 포맷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맷 후에 사용 하세요.

6.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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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품 구성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물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제품의 구성물
제품본체

1EA

잠금열쇠

2EA

고정나사

4EA

예고 없이 외관 및 사양 그리고 내용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품의 전면부와 후면부
전면부

. 잠금장치와 HDD를 삽입하고 닫을 수 있는
2개의 스프링덮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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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부

. SATA 파워 케이블 to 4핀 파워소켓 2개와
SATA 데이터 케이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 제품의 잠금장치

A. 열림
B. 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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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HDD RACK 설치
A. PC의 비어있는 HDD공간의 앞면을 떼어냅니다.
B. NEXT-225SSD를 PC의 HDD삽입구에 부드럽게 밀어넣습니다.
C. PC HDD공간 옆면의 나사 홈과 맞춰서 볼트로 고정시킵니다.
D. 제품 뒷면의 SATA파워케이블(4핀 전원소켓 x 2EA)는 PC의
파워서플라이에 연결하고, SATA 데이터케이블 x 2EA은 메인보드의
SATA슬롯에 연결합니다 .

제6장 하드디스크(HDD)의 연결
A. 전면부의 스프링 덮개의 홈 부분을 당기면 RACK이 열립니다..
B. NEXT-225SSD HDD RACK에 2.5형(6.4cm)의 SSD 또는 HDD를
삽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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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2.5형(6.4cm) 2Bay HDD RACK 모 델 명
보증
기간

NEXT-225SSD
구입일로부터 1년

구입처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제조사

02 – 715 - 0372

WWW.EZ-NET.CO.KR

주 의 사 항

1.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3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5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3.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 제품본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4.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5.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6.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퀵,우편(택배)을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본
본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회사에 있습니다.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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