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스토리지 시리즈

CS351
5 베이 SAS-12G / SATA-6G 핫스왑을 지원하는
고성능 NAS 섀시


드라이브 동작 상황을 알리는 투 톤 LED 인디케이터가 적용된 재질 핫 스왑 드라이브 트레이는 최대 5 개의 3.5” 또는
2.5” SAS 12G* / SATA 6G 드라이브 지원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드라이브 트레이에 도난 방지 잠금 장치 적용



8 개의 2.5" 하드 드라이브와 최대 7 개의 3.5" 하드 드라이브 지원**



마이크로 ATX 마더보드 및 ATX PSU 와 호환 가능



368mm (11") 까지 확장카드 크기 지원**



전면 I/O 포트 포함: USB Type-C x 1, USB 3.0 x 2, 콤보 오디오 x 1



CPU 쿨링을 위한 충분한 공간 (높이 82mm)

사양
모델 번호

SST-CS351

재질

플라스틱 전면 패널, 아연도금 스틸 바디

메인보드

Micro-ATX, Mini-DTX, Mini-ITX

드라이브 베이
HDD 인터페이스
HDD 백플레인 파워 커넥터
냉각 시스템

외부

3.5" / 2.5" SAS / SATA 핫 스와핑 x 5

내부

3.5" x 2, 2.5" (5 ~ 9.5mm) x 1 + 2.5" x 7**

SATA 최대 6 Gbit/s (드라이브 속도 따라 결정)
SAS 최대 12 Gbit/s (드라이브 속도 따라 결정)
4 핀 주변기기 x 1, 15 핀 SATA 전원 x 1
후면

40mm x 3 (옵션)

상단

80mm x 2 (옵션)

내부

80mm x 1

확장 슬롯

4

전면 I/O 포트

USB 타입-C x 1, USB 3.0 x 2, 콤보 오디오 x 1
후면

쿨링 시스템
좌측

파워 LED x 1: 청색
HDD 액세스 x 1: 깜박이는 청색
HDD 파워 LED x 8: 녹색
HDD 액세스: 깜박이는 청색

전원 공급장치

표준 PS2(ATX) (옵션)

확장 카드

368mm (14.5") **

CPU 쿨러의 한계

82mm

PSU 의 한계

160mm ***

순 중량

5 kg

치수

265mm (W) x 209mm (H) x 411mm (D), 25.1 리터

* 미니-SAS HD (SFF8643) ~ SATA 7 핀 케이블과 12 Gbit/s SAS HD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12 Gbit/s 의 고성능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SilverStone CPS05 & ECS05)
** 설치된 2.5” 하드 드라이브의 수는 지원 가능한 확장 카드의 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PSU 의 최대 길이는 160mm 입니다. CS351 의 독특한 구조 디자인 때문에, 커넥터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길이는 150mm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www.silverstonetek.com

핫스왑 드라이브 트레이
드라이브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두 개의 LED 표시등이 있는 최대
5 개의 3.5” 또는 2.5” SAS-12G /
SATA-6G 드라이브를 지원

기밀 정보 보안
정보가 곧 황금인 시대에 CS351 에는
켄싱턴 락이 포함되어 드라이브가
도난이나 원하지 않는 해제를 억제하여
사용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저장 용량
CS351 은 SATA 또는 SAS 형식의 3.5”나 2.5” 드라이브,
고급 그래픽 카드 및 RAID 카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하드웨어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www.silverstonete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