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14-E

분리된 쿨링 존 지원, 탁월한 호환성을 보이는 뛰어난 고성능 ATX 케이스

2016년 Precision PS14 ATX 케이스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실버스톤은 훨씬 더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인 PS14-E[E는 진화(evolution)를 의미]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PS14-E는 메인스트림 하이엔드 케이스들이 보이는 다양한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PSU와 드라이브 베이 구역은 내부의 깔끔한 외관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케이블을
정리하여 숨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매끄러운 공기의 흐름이 가능하게 하는 커버를
지원하여 각각 개별적인 컴포넌트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USB 3.0, 탈/부착이 가능한
팬/PSU 필터, 올 블랙 도장 처리된 실내, CPU 쿨러의 탈/장착이 용이하도록 CPU 백
플레이트 컷 아웃 설계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PS14-E에는 상단 패널에 최대 2
개의 120mm 팬의 설치가 가능한 상단 패널 팬 마운트, 더 많은 드라이브 베이, 더 넓은
GPU 지원, 더 큰 CPU 쿨러의 지원 등 더 새로운 개선점 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양
모델명

SST-PS14B-E (블랙), SST-PS14B-EG (블랙, 강화 유리)

소재

플라스틱 패널, 철재 바디

지원 마더보드

SSI-CEB, ATX, Micro-ATX

드라이브 베이

외장:5.25″ x 1
내장:3.5″ x 3
2.5″ x 2

쿨링 시스템

전면:120mm 팬 슬롯 x 3 (140mm팬 x 2지원)
후면:120mm팬 x 1 (120mm팬 x 1지원)
상단:120mm 팬 슬롯 x 2 (140mm팬 x 2지원)

지원 라디에이터

전면:120mm / 140mm / 240mm / 280mm / 360mm x 1 (디스크 드라이브 사용 불가)
후면:120mm / 140mm x 1
상단:120mm / 240mm x 1 (디스크 드라이브 사용 불가)

확장 슬롯

7
USB3 Type A x 2,
오디오 x 1
MIC x 1

전면 입/출력 포트
지원 파워 서플라이
확장 카드
CPU 쿨러 높이 제한
PSU 길이 제한
순 중량

표준PS2 (ATX)
최대 14" (357mm), 너비 제한 – 7.2" (183mm) 지원
177mm
190mm ~ 210mm
5.7 kg

尺寸

210mm (W) x 469mm (H) x 438mm (D), 43.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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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60 mm Radiator

140 mm Radiator

하이엔드 수냉/공랭 쿨러 지원
(전면 280mm; 후면 140mm)

짙은 색상의 멋스러운 강화
유리는 다이나믹한 성능을
돋보이게 하는 추가적인 조명
장치와의 조합을 통해 럭셔리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CPU cooler height 177mm

Case fan
25mm thickness

357 mm
382 mm

최대 357mm 길이의 그래픽
카드와 177mm 높이의 CPU
쿨러를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디테일에 초점을 맞춤: 쉽고
간편한 파워 서플라이 장착
옵션을 지원하는 CPU 쿨러
조립에 적합한 마더보드 트레이
오프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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