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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TiCAl tRACER RGB DDR4
게임 메모리

제품 주요 특징
• 각 모듈의 8개 영역에서 제공되는 16개의 

RGB LED를 사용하여 나만의 스타일에 맞게 
색상 조절 가능

• RGB LED 패턴 선택 및 밝기 조절 가능

• Ballistix® M.O.D. 유틸리티 또는 마더보드 
RGB 소프트웨어 1을 사용하여 LED 제어 
가능 

• 3D 프린터와 최고의 Mod를 위해 제공된 3D 
파일로 나만의 라이트 바(Light Bar) 제작 
가능

• 최대 3200 MT/S의 속도 제공

• XMP 프로필 적용으로 향상된 속도 및 
타이밍에 쉽게 도달 가능

• 제한적 평생 품질 보증

RGB 구성을 통해 게임에 화려한 조명 제공
나만의 게임 장치를 맞춤 설정하려는 경우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시스템이 돋보여야 
합니다. 시스템 색상을 RGB LED에 일치시키는 Ballistix® Tactical Tracer RGB DDR4 게임 메모리 모듈을 작동하면, 
빠른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XMP 프로필 및 세련된 검정 PCB와 맞춤형 방열판과 같은 Ballistix Tactical 시리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밝고 선명한 LED를 사용하여 나만의 장치를 맞춤 설정
모든 Tracer 모듈 디자인 상단에 내장된 8개 영역의 16개 LED로, Tactical Tracer RGB DDR4 모듈이 장치의 색상 및 
기타 부품에 화려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마더보드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LED의 색상 및 밝기를 조정하고, 
조명을 켜고 끄며, 표시 패턴을 즉시 전환하거나 메모리의 조명을 다른 부품과 동기화하십시오.1

메모리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변경
다양한 라이트 바(Light Bar) 옵션을 사용하여 시스템 외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 Ballistix 라벨의 라이트 바(Light Bar)를 통해 부드럽고 널리 퍼지는 조명 제공
   • 최대 밝기로 설정하기 위해 라이트 바(Light Bar) 제거 가능
   • 또는 나만의 맞춤 라이트 바(Light Bar)를 3D 프린터로 제작

멋지게 향상된 게임 속도
최대 3200 MT/S의 속도로 보다 빠르고 공격적인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최대 8GB의 모듈 집적도 및 최대 32KB
의 키트 집적도를 통해리더보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또한 상대편을 제압하십시오.

Ballistix® M.O.D.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메모리 조정
Ballistix M.O.D.의 상세한 시스템 정보를 사용하여 메모리 실행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하십시오. 
(Memory Overview Display) 유틸리티가 제공됩니다. 최첨단 Ballistix 모듈을 위해 특별 설계된 
M.O.D. 유틸리티는 Microsoft® Windows® 기반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도구입니다. 통합 온도 센서를 통해 메모리 속도와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 조절판을 가동한 다음,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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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US® Aura, MSI® Mystic Light, Gigabyte® AORUS Graphics Engine 및 기타 일반적인 LED 제어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2019년 8월부로 Tactical Tracer RGB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2 제한적 평생 품질 보증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며, 독일의 경우 구입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보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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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 품질: 프로 게이머 신뢰성
Ballistix는 대형 DRAM 제조업체의 계열사로서, 제품을 생산하고 테스트하는 유일한 게임 메모리 브랜드로 일반 PC 메모리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40년 이상의 오래된 DDR 메모리를 Ballistix DDR4 모듈에 맞게 설계해 왔기 때문에, 전문 eSports 플레이어가 경기에 승리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평생 품질 보증, 하드코어 팬 커뮤니티 및 전용 게이머 지원팀이 제공되므로 Ballistix 메모리는 귀하의 게임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2

DIMM 부품 번호 집적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T4K8G4D30AET4K 32GB 키트 (4x8GB) DR DDR4-3000 15-16-16 1.35V PC4-24000 649528789310

BLT4K8G4D32AET4K 32GB 키트 (4x8GB) D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372

BALLISTIX® TACTICAL TRACER RGB DDR4 4채널 키트

DIMM 부품 번호 집적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T2K8G4D30AET4K 16GB 키트 (2x8GB) SR DDR4-3000 15-16-16 1.35V PC4-24000 649528789303

BLT2K8G4D32AET4K 16GB 키트 (2x8GB) S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365

BALLISTIX® TACTICAL TRACER RGB DDR4 듀얼 채널 키트

DIMM 부품 번호 집적도 속도 대기 시간 전압 대역폭 UPC

BLT8G4D30AET4K 8GB SR DDR4-3000 15-16-16 1.35V PC4-24000 649528789280

BLT8G4D32AET4K 8GB SR DDR4-3200 16-18-18 1.35V PC4-25600 649528789341

BALLISTIX® TACTICAL TRACER RGB DDR4 모듈

https://assets.micronbrands.com/content/dam/ballistix/dram-products/tactical-series/ddr4/tactical-tracer-ddr4/flyer/faq-pdf-info-page/ballistix-tactical-tracer-rgb-info-page-ko.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