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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제품�스토리
PCLand에서의�모험！

고전�소설�이상한�나라의�앨리스에서�영감을�얻어

상상이�지배하는�세계로의�여정에 PC 빌더들을

초대합니다! Alice는�어떤�모험이든�표현합니다!

Alice의�경량�프레임은�독특한�커버와�잘�어울립니다.

구조와�가장�잘�어울리는�것을�고를�수�있도록

커버�종류가�다양합니다. 



사양

*  InWin 제품은 RoHS 규정을 준수합니다.
* 사양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
부품 번호

색상
(섀시/상단 커버)
케이스 유형
케이스 재질
표준 커버

M/B 호환성
확장 슬롯
최대 호환성

내장형 드라이브 베이

열 솔루션 호환성

전원공급장치 호환성
제품 치수(H x W x D)
포장 치수(H x W x D)
순중량
총중량

Alice
IW-ALICE-GRY
IW-ALICE-ORG
쿨 그레이/다크 그레이
쿨 그레이/오렌지
미들 타워
ABS, SECC
색상: InWin logo
재질: 폴리에스테르 100%
12” x 11” ATX, Micro-ATX, Mini-ITX
PCI-E x 8
VGA 카드 길이 : 300mm
CPU 방열판 높이 :195mm
3 x 2.5’’
1 x 3.5’’
1개의 120mm 상부 팬/120mm 라디에이터
3개의 120mm 하부 팬/360mm 라디에이터
PSII: ATX12V - 길이 최대 230mm
584 x 282 x 433 mm
628 x 294 x 445mm
3.7 kg
5 kg



포장�내용물
1. Alice 섀시

2. QR 코드�카드

3. 액세서리�백

4. Alice 커버 (InWin logo)

      참고 : 
      색상은�지역에�따라�다를
      수�있습니다.



액세서리�백

1. 메인보드�스탠드오프 11개

2. 메인보드�스탠드오프�소켓 1개

3. 육각�머리�나사 20개

4. 2.5” HDD 나사 12개

5. 3.5” HDD 나사 4개

6. 수랭식�시스템�와셔 8개

7. 케이블�타이 5개



케이스�구조

1. 상단�커버

2. 로고(상단�커버)

3. 전원�버튼

4. 손잡이



5. 2.5 드라이브�베이

6. 3.5 드라이브�베이

7. 상부�팬/라디에이터�장착부

8. 하부�팬/라디에이터�장착부

9. 메인보드�장착부

10. CPU 쿨러�설치�컷�아웃�홀

11. PCI-E 확장�슬롯

12. 전원�공급장치�장착부

13. 충격�방지형�스탠드

14. 접지�배선

케이스�구조



설치�안내서
(관련�장을�따라�조립)

1. 섀시�열기
상단�커버를�위로�들어올려�분리합니다.

2. 메인보드�설치
필요한�부품: 메인보드�스탠드오프, 메인보드�스탠드오프�소켓,
육각�머리�나사

3. 확장�카드�설치
필요한�부품: 육각�머리�나사



4. 전원�버튼�설치

5. 팬�라디에이터�설치
必要な部品: 水冷システム・ワッシャ

6. 2.5"/3.5” 드라이브�베이�설치
6.1 필요한�부품: 2.5” HDD 나사
6.2 필요한�부품: 3.5” HDD 나사

설치�안내서
(관련�장을�따라�조립)



설치�안내서
(관련�장을�따라�조립)

7. 전원공급장치�설치
필요한�부품: 육각�머리�나사
전원�공급장치는�오른쪽�하단�장착부에�장착해야�합니다.
* 고무�풋�스탠드를�분리하고, 전원�공급장치�전원�코드를�설치한�후
    다시�고무�풋�스탠드를�부착합니다.

8. Alice 커버�설치
필요한�부품: Alice 커버
케이스�밑면을�위로�향하게�한�상태에서, 케이스의 4개�모서리에
있는�패드를�커버�밑면에�있는 4개의�구멍과�맞춰�커버를�끼웁니다.



설치�안내서
(관련�장을�따라�조립)

9. 설치�완료
커버를�완전히�끼운�후�상단�커버를�천천히�설치합니다.
*자세한�조립�지침은�아래 QR 코드를�스캔하거나�웹사이트�링크

（https://youtu.be/m7YW21VoLXE）에서�동영상을�시청하십시오.



고지사항�및�보증
주의사항
1. 사용 설명서의 설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
2. 컴퓨터 구성품을 설치할 때 , 정전기 예방 조치를 사용 하여ESD
     ( 정전 방전 )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 정전 방 전은 설치자의 부상 및
     / 또는 시스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설치하면 메인보드와
     다른 시스템 구성품이 탈 수 있습니다 . 
3.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 제품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어 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4. 제품을 개조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5. 운송 또는 이동하기 전에 모든 내부 장치를 제거하십 시오 .
     ( 전원공급장치 , 하드 드라이브 , 메인보드 , CPU 등 ) 
6. 팬을 보관할 때는 고온 환경이 아닌 곳에 보관합니다. 고온을 유발할
     수 있는 발열 장치와 같은 기기와 떨어진 곳에 보관합니다.
7. 커버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커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피하십시오.
8. 손상을 방지하려면 상단 커버에 아무 것도 쌓지 말고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9.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제품의 색상이나 스타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의 컴퓨터
     모니터에 색상이나 스타일이 정확하게 표시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 더욱 상세한 품질보증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InWin 공식 웹사이트
     www.in-win.com 를 방문해 주십시 오 .
  *실제 제품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nWin Development Inc. 에서 최종 수정 권한을 소 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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