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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영상 정보

Sirius Extreme Product Video
https://youtu.be/nqfZ3LdB_gM

Installation Video
https://youtu.be/_S_LLcqe0KI



Extreme 시리즈은 InWin 의 Sirius 패밀리의 혁신 제품 중 하나입니다 .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하여 
Extreme 시리즈 팬은 특화된 “둥근 사각형” 기하학적구조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 팬에서 탈피한 유니크한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인 개선도 이루어냈습니다 . 
이 Extreme 에디션은 테스트를 통해 공기 압력을 최적화한 9 개의 팬 
블레이드를 갖추고 있으며 54 CFM 에 달하는 뛰어난 냉각 기능까지 제
공합니다 . CPU 쿨러 위에 장착하기에 매우 적합한 팬입니다

제품 스토리



삼중 팩

단일 팩

a.	Sirius	Extreme	ASE120	/	Sirius	Extreme	Pure	ASE120P 팬 x	3
b.	주소 지정	RGB	컨트롤러 v1.1		1 개
c.	나사	12 개

a.	Sirius	Extreme	ASE120	/	Sirius	Extreme	Pure	ASE120P 팬	x	1
b.	나사	4 개

포장 내용물



주소 지정 가능 RGB 팬 케이블 , 주소 지정 가능 RGB Y- 케이블

( 참고 : 컨트롤러는 트리플 팩에서만 제공됩니다 .)

케이블 정보

주소 지정	RGB	컨트롤러	v1.1

Addressable RGB Fan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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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able	RGB	Y-Cable



1. 전원을 끄십시오 .

2. 팬을 PC 케이스 내부에 설치하고 지정된 부분에 장착합니다 .

3. 주소 지정 RGB 스트립 및 팬 케이블 설치
메인보드가 주소 지정	RGB	효과를 지원할 경우 표시 방향을 따라	
다음과 같이 연결하십시오	.

설치

IN 진입

OUT 배출* 공기 흐름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 :

화살표 << 는 공기 유입 방향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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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보드가 주소 지정 헤더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14 가지 다른	
조명 효과를 사용하기위해 포함된 주소 지정	RGB	모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PSU 의	SATA	케이블 및 팬의주소 지정	RGB	Y	케이블
에 연결하십시오 .	( 트리플 팩에서만 )

조명을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 버튼을 눌러 조명 모드를 변경합니다 .

*InWin 은 조명 변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소 지정 RGB 컨트롤러

1 레인보우 8 터널 끝의 조명

2 LED-	레드 9 대각선 변환

3 LED-	레드 10 LED	트리오 회전

4 LED-	블루 11 전체 원형

5 LED-	보라색 12 레드 색상모드

6 LED-	화이트 13 그린 색상모드

7 터널 끝의 조명 14 블루 색상모드

설치

Bottom ARGB Strip

Fan 1
ARGB Y-Cable PSU's

SATA cable

ARGB One-Click 
Controller ver. 1.1



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

1.	시스템 전원을 확인합니다 .

2.	모든 커넥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	당사의 지침에 따라 팬을 설치합니다 .

2.	팬을 보관할 때는 고온 환경이 아닌 곳에 보관합니다 . 고온을 유발

할수 있는 발열 장치와 같은 기기와 떨어진곳에 보관합니다 .

3.	임펠러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

4.	InWin 에서 제공하는 와이어 또는 커넥터를 변경하지않습니다 .

5.	팬이 작동 중일 때는 팬 블레이드를 만지지 않습니다 .

6.	팬은 컴퓨터 케이스 내부에서만 사용합니다 .

7.	이 제품은 모든 액체류와 떨어진 곳에 보관합니다 .

문제 해결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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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InWin	제품은	RoHS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제품명 Sirius	Extreme	ASE120	/	Sirius	Extreme	Pure	ASE120P

패키지 타입 싱글 팩 트리플 팩

모델명 IW-FN-ASE120-1PK
IW-FN-ASE120P-1PK

IW-FN-ASE120-3PK
IW-FN-ASE120P-3PK

색상 검정 ,	하얀

규격 120	x	120	x	25	mm

소재 PBT,	PC

전압 DC	12V

전원 1.56W

전류 0.13A
ARGB 전압 DC	5V

ARGB 전원 1.5W

ARGB 전류 0.30A
RPM PWM	400	-	1500	+/-	10%	RPM
풍량 54	CFM
풍압 1.55	mm	/	H2O
LED 주소 지정 방식 RGB
커넥터 ( 팬과 팬 연결 ) 비 모듈 식 케이블
M/B 커넥터 4 핀 (PWM,	12V),	3 핀 (ARGB,	5V)
소음 25	dB(A)	(Max.)	/	21	dB(A)	(Normal)
베어링 타입 장수명 슬리브 베어링

자체 중량 (ASE120-1PK)		226	g	
(ASE120P-1PK)	225	g		

(ASE120-3PK)		677	g
(ASE120P-3PK)	677	g	

총 중량 (ASE120-1PK)	244	g
(ASE120P-1PK)	243	g			

(ASE120-3PK)	730	g	
(ASE120P-3PK)	730	g		

패키지 규격 (L x W x H) 125	x	185	x	30	mm 125	x	185	x	80	mm
보증기간 2 년

Sirius Extreme ASE120 Sirius Extreme ASE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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