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A 시리즈

SETA H1
타공처리된 메시 구조의 전면 패널과 철재 섀시,
ARGB 라이팅 효과 지원 미들 타워 케이스


ARGB 라이팅 스트립을 내장하고, 타공처리된 풀 메시 전면 패널을 채택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통기성과 외적 아름다움을 모두 갖춤



뛰어난 창의성과 독창성이 인상적이며, 높은 활용도와 넉넉한 내부 공간이 돋보임



공랭, 수냉을 모두 완벽하게 지원



최대 SSI-EEB 규격의 마더보드 지원



1 개의 USB 타입-C 포트, 2 개의 USB 3.0 포트와 콤보 오디오 포트를 포함하는 입/출력 포트



상단과 하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먼지 필터 적용으로 뛰어난 먼지 유입 방지 기능

사양
모델 번호

SST-SEH1B-G

재질

스틸, 플라스틱, 강화 유리

메인보드

SSI-EEB, SSI-CEB, E-ATX, ATX, Micro-ATX, Mini-ITX

드라이브 베이

내부

3.5" x 2, 2.5" x 2

전면

120mm x 3 / 140mm x 3 / 160mm x 2 (160mm x 2 검은 색 팬 포함*)

후면

120mm x 1 / 140mm x 1 (140mm x 1 검은 색 팬 포함)

상단

120mm x 3 / 140mm x 2

전면

120mm / 140mm / 240mm / 280mm / 360mm

후면

120mm / 140mm**

상부

120mm / 140mm / 240mm / 280mm / 360mm

냉각 시스템

라디에이터 지원
확장 슬롯

7+2

전면 I/O 포트

USB 타입-C x 1, USB 3.0 x 2, 콤보 오디오 x 1

전원 공급장치

표준 PS2(ATX)

확장 카드

길이

394mm(앞면 팬이있는)

폭

188mm

CPU 쿨러의 한계

182mm

PSU 의 한계

250mm

순 중량

9.67 kg

치수

232mm (W) x 494mm (H) x 480mm (D), 55.01 리터

* 미리 설치된 160mm 팬은 140mm 팬 마운팅 구멍을 활용하며, 이는 전면 팬 브래킷 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일부 140mm 라디에이터는 크기가 더 크므로 해당 팬을 후면 패널에 설치해야 합니다.

30 시리즈 GPU 카드 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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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불가능한 냉각 성능
SETA H1 은 전면 패널이 완전히 뚫린 메시
디자인 덕분에 공기 흡입량이 매우 높아
엄청난 냉각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 공기 흐름 최적화 기능
SETA H1 에는 SilverStone 에서 엔지니어링한
상당한 공기 흐름 성능을 갖춘 특별한 크기의
160mm 팬이 2 개 탑재되어 섀시의 공기 흐름
효율성이 집중 강화되었습니다*

창의성과 독창성을 공급 가능한, 매우
활용도가 뛰어난 다목적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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