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S XR
Gaming/OC Memory

CRAS XR
DDR4 Gaming/OC Memory
KLEVV의 브랜드 철학 “Creative Evolution”을 담아 탄생한 CRAS XR RGB DDR4 게이밍/OC 메모리는 유닉한 트랙형 RGB
라이팅 바 디자인을 적용, 1,680만 가지 RGB 컬러의 플로우가 더욱 아름답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시그니처 CRAS 시리즈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하는 KLEVV CRAS XR RGB는 차세대 게이밍 메모리 디자인은 물론,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정립합니다.
KLEVV는 다년 간의 메모리 업계 R&D 개발 경력을 통해 차세대 게이밍 메모리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엄선된 메모리
칩과 컴포넌트를 선정, 엄격한 테스트 과정과 플랫폼 검사를 거쳐 만들어진 CRAS XR 메모리는 안정적으로 당신의 시스템 실행
속도를 개선합니다. 게이머, 매니아, 오버클락커에게 이상적인 메모리 KLEVV CRAS XR RGB를 만나 보세요!

XMP 2.0
원스텝 오버클러킹

RGB
서포트

업그레이드 된
성능

• CRAS XR만의 유닉한 트랙 디자인의 상단 RGB

•
•
•
•
•

Speed

라이팅 바
1,680만 가지 RGB 컬러 서포트
ASUS, MSI, GIGABYTE, ASROCK, Razer RGB
소프트웨어와 완벽 호환
알루미늄 방열판을 통한 효율적인 열 방출 기능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통한 높은 퀄리티와 안정성
저전력 및 저감전압 소비
QVL 인증을 통한 안정적인 메인스트림 마더보드,
플랫폼 호환

3600

4000

4266

Specifications
Form Factor
Capacity
Speed/
Timing/
Voltage

Intel/AMD
플랫폼 지원

Ordering Information

Features

•

QVL
인증

Capacity

Product Number

EAN Code

8GB(8x1)

KD48GU880-36A180Y

4895194966708

16GB(8x2)

KD48GU880-36A180Z

4895194966722

16GB(16x1)

KD4AGU880-36A180Y

4895194966715

16GB(16x1)

KD4AGUA80-36A180Y

4895194967064

32GB(16x2)

KD4AGU880-36A180Z

4895194966739

32GB(16x2)

KD4AGUA80-36A180Z

4895194967071

8GB(8x1)

KD48GU880-40B190Y

4895194966753

16GB(8x2)

KD48GU880-40B190Z

4895194966746

16GB(16x1)

KD4AGUA80-40B190Y

4895194966937

32GB(16x2)

KD4AGUA80-40B190Z

4895194966920

8GB(8x1)

KD48GU880-42B190Y

4895194966760

16GB(8x2)

KD48GU880-42B190Z

4895194966777

16GB(16x1)

KD4AGUA80-42B190Y

4895194966951

32GB(16x2)

KD4AGUA80-42B190Z

4895194966944

288 Pin DDR4 Unbuffered DIMM
8GB(8x1)

16GB(8x2)

16GB(16x1), 32GB(16x2)

3600MT/s 18-22-22-42@1.35V 3600MT/s 18-22-22-42@1.35V 3600MT/s 18-22-22-42@1.35V
4000MT/s 19-25-25-45@1.4V

4000MT/s 19-25-25-45@1.4V

-

4266MT/s 19-26-26-46@1.4V

4266MT/s 19-26-26-46@1.4V

-

Dimensions

(L)137.4 x (W)42.5 x (H)8.3 mm

Warranty

Limited Lifetime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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