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성능 향상의 동반자
Ballistix® Sport AT 메모리를 사용자의 시스템에 추가하면 즉시 게임 성능이 향상됩니다. RAM 밀도와 속도의 무기를 
탑재한 Sport AT DDR4 모듈은 빠르고 원활한 성능을 구현하여 사용자는 권한을 통해 구축하고 게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Ballistix Sport AT 메모리를 시스템에 장착하여 게임의 최강자로 거듭나세요 .

Ballistix
®

 SPORt AT

Micron® 품질: 프로 게이머 신뢰성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 중 하나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및 테스트를 거친 유일한 주요 게임 브랜드 Ballistix 
DRAM은, 일반적인 PC 게임 메모리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구식 DDR 
메모리가 Ballistix DDR4 모듈로 진화하도록 설계하는 여정을 밟아 게임 성능의 미래를 개척해 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보증, 하드코어 팬 커뮤니티 , 전용 게이머 지원팀에 힘입어 Ballistix 메모리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게임 성능을 제공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최대 16GB의 모듈 밀도, 최대 
3,200MT/s의 DDR4 속도
거의 즉각적인 성능 및 반응성이 사용자의 컴퓨터를 
치명적인 게임 장비로 바꾸어줍니다.

배틀 테스트를 거친 디자인
부품에서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 스타일과  기능을 
겸비하여 시스템 구축 시 외관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시스템 구축
Sport AT 모듈은 초보 시스템 구축자와 숙련된 게이머 
모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외관과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XMP 2.0 프로필을 사용하면 모듈을 간단히 설치하여 
속도를 즉시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 하이라이트
•• 최대 16GB 모듈 밀도
•• 최대 3,200MT/s 속도
•• 배틀에서 검증된 디자인 및 성능을 갖춘  
AMD® Ryzen™ Ready

•• 신규 사용자, 숙련된 게이머 및 ASUS® TUF  
게임 얼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이상적
•• 손쉬운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 Micron® 품질 : 프로 게이머 신뢰성
•• 제한적 평생 보증

ASUS® TUF 게임 마더보드에서  
배틀 테스트 통과

ASUS와 협업으로 개발된Sport AT 
메모리는 ASUS TUF 게임 설정과 호환•
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새로운 고유 열 
분산기는 미학적으로 TUF 게임 스타일•
을 보완하여 사용자 보드의 외관을 
멋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부품 번호 밀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S8G4D30CESTK 8GB SR DDR4-3000 17-19-19 1.35V PC4-24000 649528786784

BLS16G4D30CEST 16GB DR DDR4-3000 17-19-19 1.35V PC4-24000 649528786838

BLS8G4D32AESTK 8GB S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228

BLS16G4D32AEST 16GB D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235

BALLISTIX® SPORT AT DDR4 모듈

부품 번호 밀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S2K8G4D30CESTK 16GB 키트(2x8GB) SR DDR4-3000 17-19-19 1.35V PC4-24000 649528786814

BLS2K16G4D30CEST 32GB 키트(2x16GB) DR DDR4-3000 17-19-19 1.35V PC4-24000 649528786869

BLS2K8G4D32AESTK 16GB 키트(2x8GB) S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242

BLS2K16G4D32AEST 32GB 키트(2x16GB) D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266

BALLISTIX® SPORT AT DDR4 이중 채널 키트

부품 번호 밀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                             
C

BLS4K8G4D30CESTK 32GB 키트(4x8GB) SR DDR4-3000 17-19-19 1.35V PC4-24000 649528786821

BLS4K16G4D30CEST 64GB 키트(4x16GB) DR DDR4-3000 17-19-19 1.35V PC4-24000 649528786876

BLS4K8G4D32AESTK 32GB 키트(4x8GB) S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259

BLS4K16G4D32AEST 64GB 키트(4x16GB) D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273

BALLISTIX® SPORT AT DDR4 채널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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