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INEMA CFexpress™
VPG400 유형 B 카드
전문 비디오그래퍼와 사진가를 위한
고성능 메모리 카드

The SanDisk® Professional PRO-CINEMA
CFexpress VPG400 유형 B 카드는 영화

전문가가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본

주요 특징

카드는 최소 400MB/s 이상의 비디오 성능을

X

사진에 적합한 높은 프레임률을 지원합니다.

X

보장하여 완벽한 비디오 또는 버스트 모드

최대 1,400MB/s 쓰기1 및 최대 1,700MB/s
읽기1의 놀라운 속도는 고해상도 비디오와

이미지를 캡처하고 고속 전송을 완료하는 데
적합합니다.

X
X
X

최소 400MB/s의 성능을 보장하는
VPG400

최대 1,400MB/s 쓰기 및 1,700MB/s
읽기의 놀랍도록 빠른 속도

내구성과 안정성이 추가된 견고한 디자인

전문 비디오그래퍼 및 사진가를 위한 설계
SanDisk Professional PRO-READER
CFexpress 유형 B(별도 판매)와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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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INEMA CFexpress
VPG400 유형 B 카드

™

라이프타임

호환되는
PRO-READER

사양

제한적 평생 보증

1.52 x 1.17 x 0.15인치 | 38 x 29.6 x 3.8mm

무게

0.03파운드 | 0.013kg

호스트 요구 사항

CFexpress 유형 B를 지원하는 호스트
PRO-CINEMA CFexpress VPG400 유형 B 카드
Rescue PRO Deluxe 무료로 1년 다운로드

4 x 0.55 x 6인치 | 101.6 x 13.98 x 152.4mm
마스터 카톤당 소매 박스: 5
팰릿당 마스터 카톤 수: 840
팰릿당 단위: 4,200

소매 패키지(LxWxH)

SKU

용량2

UPC

EAN

GTIN-14

SDPCVN4-256G-GNANN

256GB

6 19659 18493 3

0 619659 184933

30 61965 91849 34

SDPCVN4-256G-JNANN

256GB

4523052023842

-

-

SDPCVN4-256G-ZNANN

256GB

6 19659 18494 0

0 619659 184940

30 61965 91849 41

전 세계
일본
중국

2

CFexpress
유형 B

크기(LxWxH)

상자 구성품

1

CFexpress
VGP400

최대 1,700MB/s의 읽기 속도; 최대 1,400MB/s의 쓰기 속도. 내부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능은 호스트 장치에 따라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1MB = 1,000,000바이트

1GB=1,000,000,000바이트. 실제 사용자 스토리지 용량은 이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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