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os® 비디오 작업 흐름 최적화 및 단순화

Atomos®는 레코딩, 모니터링, 재생을 단일 터치스크린 장치로 통합하는 사용하기
간편한 솔루션을 만들어 더 빠르고 고품질이며 경제적인 비디오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Atomos 비디오 작업 흐름의 최적화 및 단순화를 위해 설계된 ev Series
Reader Atomos Master Caddy® Edition은 빠른 Atomos 컨텐츠 전송 및 백업을
위한 고성능 연결 방식을 활용합니다.
Evolution Series의 최신 부속품으로 고성능, 유연한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1.
Atomos 레코더 컨텐츠를 ev Series 호환 또는 다른 G-Technology®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빠르게 전송합니다. 이동 촬영 시 독립형 장치로 사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검토, 기록 및 백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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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Atomos Master Caddies와
호환

· Evolution Series 환경1과 통합

· USB-C 및 USB 3.0과 호환 가능
· 3년 제한적 보증

사양

인터페이스

(1) USB Type-C 또는 USB 3.0 포트
(1) Evolution Series 호환용 SATA

무게

190.5 g

크기(LxWxH)
시스템 요구 조건
상자 내용물

130.04 mm x 81.28 mm x 21.84 mm
Mac® OS 10.9 +

Windows® 10, Windows® 8.1, Windows® 7

ev Series Reader, Atomos Master Caddy Edition 1개
USB Type-C에서 Type-C 케이블 1개

USB Type-C에서 Type-A 케이블(역호환용) 1개
빠른 시작 설명서
소매 포장

3년 제한적 보증

상자 규격(LxWxH): 약 55.11 mm x 119.88 mm x 162.05 mm
마스터 카톤: 4

팰릿당 마스터 카톤: 128
팰릿당 개수: 512
설명

ev Series Reader Atomos Caddy Edition Enclosure WW

모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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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All-Terrain Case와 호환되지 않음

재고 관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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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

705487203394

1

G-Technology and the G-Technology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Western Digital Corporation 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Apple, Mac, FireWire and the Mac logo are trademarks of Apple, Inc.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and Windows XP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Atomos and Atomos Master Caddy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Atomos Global Pty. Ltd. Other
trademarks may b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2016 Western Digital Corporation or its affiliates. R1 11/16

모든 G-TECHNOLOGY 제품은
3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g-technolog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