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GB, 128GB 및 256GB* 용량

SanDisk® Ixpand™ Wireless Charger Sync
• Qi 호환 iPhone, Samsung™ 및 기타
스마트폰을 위한 Qi™ 인증 10W 고속
충전기
• 스마트폰을 받침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전체 해상도의 사진과 비디오, 연락처를
자동으로 백업1
• 전체 해상도의 사진 및 비디오를 백업하여
스마트폰 여유 공간을 손쉽게 확보
• 즉시 편안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고효율 전원 어댑터가 달린 길이 1.8m(6
피트) 케이블 함께 제공
• 여러 백업 프로필을 지원하므로 가족
구성원과 충전기 공유 가능
• 온도 제어, 이물질 탐지 및 적응형 충전
기능으로 스마트폰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
• 케이스 착용 상태에서 스마트폰 충전 가능
(두께 3mm 이하까지)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무선 충전기1
단순한 충전기 이상의 제품으로, 10W Ixpand™ Wireless Charger Sync는 Qi™ 호환 iPhone,
Samsung™ 및 기타 스마트폰을 고속으로 무선 충전하며 전체 해상도의 사진과 비디오를
자동으로 백업합니다.1 간편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마트폰이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사진이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백업되어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여유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백업 프로필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과 충전기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제공되는 길이 6피트 케이블 및 고효율 전원 플러그를 사용하여 즉시 편안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
Qi 호환 iPhone, Samsung 및 기타 스마트폰을 위한 Qi™ 인증 10W 고속 충전기
전체 해상도로 백업
사진, 비디오 및 연락처를 자동으로 백업하려면 스마트폰을 베이스에 놓으십시오.1
스마트폰에서 공간 확보
전체 해상도의 사진 및 비디오가 백업되므로 스마트폰의 여유 공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SanDisk® Ixpand™ Wireless Charger Sync
사양
모델 이름

EU:
SDIZ90N-256G-GN4FE
SDIZ90N-128G-GN4FE
일본:
SDIZ90N-256G-JS4LE
SDIZ90N-256G-JK4LE
미국:
SDIZ90N-064G-AN4LE
SDIZ90N-128G-AN4LE
SDIZ90N-256G-AN4LE

크기/무게

100.25 x 19.51 x 201.39mm(201.39g)
3.95 x 0.768 x 7.93인치(0.44파운드)

용량

64GB, 128GB, 256GB*

보증

2년

호환성

• iPhone 8/8 Plus 이상
• Samsung Galaxy S6™ 이상
• Google Note™ 5 이상
• Google Pixel™ 3
• 모든 Qi 호환 스마트폰

소매 패키지 내용물
• 스토리지가 내장된 Ixpand™ Charger
• 1.8미터(6피트) 케이블 및 전원 어댑터
• 빠른 시작 안내서

자세한 정보는 sandisk.com/ixpandcharger/help 참조

SanDisk는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 SanDisk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차세대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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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B=1,000,000,000바이트. 실제 사용자 스토리지는 더 적음
	
백업을 위해서는 WiFi 연결이 필요합니다. WiFi 연결, Ixpand Wireless Charger 앱 및 iOS 11 이상 또는 Android™ 5.0 이상이 필요합니다. Ixpand Wireless Charger 앱은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하며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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