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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소형 폼 팩터 케이스로 개선

특장점
모든 길이의 그래픽 카드 지원
CPU 쿨링을 위한 충분한 공간 (높이 82mm)
마이크로 ATX 마더보드 및 ATX PSU와 호환 가능
깔끔한 스타일의 SFF 섀시로 현대적인 레이아웃을
자랑합니다
2.5” 드라이브용 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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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소형 폼 팩터 케이스로 개선

소개
SilverStone의 Sugo 시리즈는 2005년 출시된 이래, 계속해서 소매용 소형 폼 팩터 케이스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표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SG11의 출시는 SilverStone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스 디자인 중의 하나인 Sugo SG01에 대한 헌정 제품인 동시에 이를 발전시킨 제품이기도 합니다. 클래식 슈박스 부분을 유지한 SG11은
계속해서 ATX 전원 공급장치와 같은 많은 표준 크기의 구성품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최대 14.5 인치의 그래픽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냉각을 위해, 측면 흡기 팬 크기가 80mm에서 120mm로 업그레이드되어 향후 하드웨어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저장을 위해, 디자인을 바꾼 내부 레이아웃으로
최대 9개의 2.5"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의 아크릴 액센트로 마감한 멋진 SG11은 소형 워크스테이션이나 강력한 소형 폼 팩터 게이밍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케이스입니다.

특징 사진

모든 길이의 그래픽 카드
지원

CPU 쿨링을 위한 충분한
공간 (높이 82mm)

마이크로 ATX 마더보드
및 ATX PSU와 호환 가능

깔끔한 스타일의 SFF
섀시로 현대적인 레이아웃을
자랑합니다

2.5” 드라이브용 대용량

사양
모델 번호

SST-SG11B (블랙)

확장 슬롯

4

재질

ABS 및 아크릴 전면 패널, 스틸 바디

전면 I/O 포트

USB3.0 x 2, Audio x 1, MIC x 1

메인보드

Micro ATX, Mini-DTX, Mini-ITX

전원 공급장치

PS2(ATX) 파워 x 1

드라이브 베이

외부

5.25” x 1

확장 카드

*14.5” 그래픽 카드 지원가능, 폭 제약 – 4.46"

내부

3.5" x 3 (2.5”와 호환 가능), 2.5” x 9

CPU 쿨러의 한계

82mm

후면

1 x 80mm 팬 슬롯, 옵션 cross-flow 팬

PSU의 한계

PSU +광 드라이브/5.25” 장치 = 370mm

측면

1 x 120mm 흡기 팬, 1200rpm

치수

270 mm (W) x 212 mm (H) x 393 mm (D), 22.5 리터

상단

1 x 80mm 팬 슬롯

냉각 시스템

＊ 팬과 드라이브 케이지 구성은 지원되는 그래픽 카드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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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5" 드라이브 베이 1개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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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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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면 흡기 120mm 팬
3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 및 ATX PSU와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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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의 확장 슬롯으로 최대 14.5" 길이의 최신
그래픽 카드 탑재

5 상단 브래킷에 2.5" SSD/HDD 슬롯 2개
6 USB 3.0 포함 상부 장착 버튼 및 I/O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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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GA 카드용 듀얼 80mm 팬 슬롯
8 최대 7개의 2.5" 하드 드라이브를 지지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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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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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 또는 3.5" 드라이브의 어떠한 조합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3개의 HDD 브래킷

옵션
Sugo Pack

CP07

FQ81

어디를 가든 Sugo 팩을 사용하여
SG11를 편리하게 휴대하십시오

긁힘 방지 잠금 매커니즘과 180° 커넥터가
포함된 SATA III 케이블

80mm 초저소음 PWM 팬

NT06-PRO

CP11

PP05-E

대부분의 모든 사용환경을 만족시키는
유연성을 지닌 최상의 히트 싱크

세계에서 가장 가늘고 프로필이 가장 낮은 SATA
케이블

좀 더 작은 케이스와 시스템으로 복잡하게
엉킨 케이블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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