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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LOW STATION 및 리더

동영상, 사진 및 오디오를 여러
소스로부터 한 번에 전송하십시오
Kingston의 Workflow Station 및 리더는 동영상, 사진 및 오디오를 여러
소스로부터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유동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1
작업 후의 워크플로 속도를 더욱 높이고 귀하의 요구 사항에 맞는 파일
오프로드 설치를 생성하십시오. 워크 플로우 독은 사용자 맞춤형이기
때문에 귀하의 촬영에 필요한 USB miniHub, SD 리더 또는 microSD 리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호스트를 위한 휴대용 오디오 녹음기를 사용해
4K/8K 멀티캠 촬영을 하거나, 드론 및 GoPro 제품으로 B롤을 촬영할 때, 독에
최대 4개의 리더를 동시에 연결하여 영상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Workflow Station 및 리더는 USB 3.2 속도를 지원하며 작업 후의 프로세스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유동적이어서 카드 리더를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촬영을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허브 또는
리더를 가방에 넣고 포함된 USB-C® 케이블을 사용해 허브 또는 리더를
노트북에 연결하십시오.

› 동영상, 사진 및 오디오를
여러 소스로부터 한 번에
전송하십시오
› 카드 리더를 독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사용하십시오1
› 미래에도 워크플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유동적인 시스템
› 엄청난 USB 3.2 속도
자세히 보기 >>

WORKFLOW STATION 및 리더
특징/이점
파일을 더 빨리 오프로드하십시오 — 동영상, 사진 및 오디오를
여러 소스로부터 한 번에 전송하십시오. 1

휴대 가능한 다양성 — 포함된 USB-C 케이블을 통해 카드
리더를 이동 중에 사용하십시오.

유동적인 워크플로 시스템 — 귀하의 설치에 맞는 허브 및
리더만 사용하십시오. 1

엄청난 성능 — Workflow Station 제품은 USB 3.2 속도를
지원하며 편집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규격

크기

Workflow Station (독 및 USB miniHub)

무게

인터페이스

29g

62.87x16.87x50mm

독: USB 3.2 2세대

USB miniHub: USB 3.2 1세대

작동 온도
-0°C~60°C

커넥터
독: USB-C

USB miniHub: USB-C

보관 온도
-25°C~85°C

USB 입력 지원
USB miniHub: USB-A, USB-C

패키지 포함 사항

보증/지원
2년 보증 및 무료 기술 지원

Workflow 독, USB miniHub, USB-C부터 USB-C 케이블, 전원 어댑터,
전원 어댑터 컨트리 컨버터 4개, 그리고 빠른 스타트 가이드

Windows® 10, 8.1, 8, Mac OS (10.10.x 버전 이상)

호환 대상

크기
독: 160.27 x 70.27 x 55.77mm

USB miniHub: 62.87x16.87x50mm

무게
독: 292g

USB miniHub: 30g

작동 온도
-0°C~60°C

보관 온도
-25°C~85°C

보증/지원
2년 보증 및 무료 기술 지원
호환 대상
Windows® 10, 8.1, 8, Mac OS (10.10.x 버전 이상)
Workflow SD 리더

인터페이스
USB 3.2 Gen 1

부품 번호

커넥터
USB-C

지원 카드
UHS-II SD 카드 지원
UHS-I SD 카드와 하위 호환

Workflow
Station

Workflow SD
리더

Workflow microSD
리더

WFS-U

WFS-SD

WFS-SDC

크기
62.87x16.87x50mm

무게
31g

호환성 표

작동 온도
-0°C~60°C

운영 체제

보관 온도
-25°C~85°C

USB 2.0

USB 3.0/USB 3.1/USB 3.2

Windows® 10

√

√

2년 보증 및 무료 기술 지원

Windows 8.1

√

√

호환 대상

Windows 8

√

√

Mac OS (v. 10.10.x +)

√

√

보증/지원

Windows® 10, 8.1, 8, Mac OS (10.10.x 버전 이상)
Workflow microSD 리더

인터페이스
USB 3.2 Gen 1

커넥터
USB-C

지원 카드
UHS-II microSD 카드 지원
UHS-I microSD 카드와 하위 호환

USB C형 ® 및 USB-C® 는 USB Implementers Forum 의 등록 상표입니다.
1. Kingston Workflow 제품만 호환됩니다. Workflow Station에는 독과 USB miniHub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D/microSD 리더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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