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대 4,000MT/s 속도

•• 혁신적인 메모리 대역폭 증가

•• 압도적인 검정색 열 분산기 및 PCB

•• 독점적 Ballistix® M.O.D. Utility 및 열 센서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가능

 • AMD® Ryzen™ Ready

•• 손쉬운 설정 및 구성을 위한 XMP 2.0 프로필

•• 최신 Intel® 플랫폼에 최적화

•• 제한적 평생 보증*

제품 하이라이트

더 나은 플레이. 더 나은 성능. 더 긴 수명.
Ballistix® Elite DDR4 메모리는 시중에서 가장 빠른 Ballistix 속도와 대역폭으로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더욱 빠르게 
하고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소합니다.

더 나은 플레이.
최대 4,000MT/s의 DDR4 속도로 상대방을 제거합니다.

더 나은 성능.
획기적인 대역폭 증가와 최소한의 대기 시간으로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더 나은 효율성.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내장 열 센서와 Ballistix® M.O.D. Utility로 메모리를 모니터링합니다.

더 긴 수명.
Ballistix는 세계 최대 DRAM 제조업체인 Micron Technology®의 브랜드입니다. Ballistix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과 
테스트를 거친 메모리를 만들며 ,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가 가장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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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평생 보증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며, 독일의 경우 구입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보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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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 부품 번호 밀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E8G4D36BEEAK 8GB DDR4-3600 16-18-18 1.35V PC4-28800 649528788665

BLE8G4D40BEEAK 8GB DDR4-4000 18-19-19 1.35V PC4-32000 649528821225

BALLISTIX® ELITE DDR4 모듈

DIMM 부품 번호 밀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E2K8G4D36BEEAK 16GB 키트(2x8GB) DDR4-3600 16-18-18 1.35V PC4-28800 649528788672

BLE2K8G4D40BEEAK 16GB 키트(2x8GB) DDR4-4000 18-19-19 1.35V PC4-32000 649528821232

BALLISTIX® ELITE DDR4 이중 채널 키트

DIMM 부품 번호 밀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E4K8G4D36BEEAK 32GB 키트(4x8GB) DDR4-3600 16-18-18 1.35V PC4-28800 649528789600

BLE4K8G4D40BEEAK 32GB 키트(4x8GB) DDR4-4000 18-19-19 1.35V PC4-32000 649528821249

BALLISTIX® ELITE DDR4 4채널 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