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B, 2TB, 4TB*

SanDisk Extreme PRO® Portable SSD
힘든 작업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SSD 성능

주요 내용

최고 품질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장치, 카메라 또는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합니다.

• 강력한 NVMe™ SSD 성능 — 2,000MB/s**

최고의 작업을 포착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힘든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빠른 성과를 낼

읽기/쓰기 속도
•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2배 가까이 빨라진 속도
• 일관된 속도를 유지하도록 열 흡수제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섀시
• 낙하 충격 흡수 기능 및 IP55 등급의 방수
및 방진 기능3
• 하드웨어 암호화로 개인 소유의 컨텐츠를
안전하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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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USB Type-C™ 스마트폰과 호환
• 드라이브를 고정할 수 있는 간편한 카라비너 고리
• 쉽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SanDisk®
Memory Zone™ 앱4
• 5년 제한적 보증1
• 전 세계 전문 사진가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인 SanDisk®

수 있는 빠른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SanDisk Extreme PRO® Portable
SSD는 열 흡수제 역할을 하는 주조 알루미늄 섀시로 둘러싸여 있어 2,000MB/s**
의 더 빠른 일관된 속도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실리콘 커버,
최고 2미터 높이 낙하 충격 흡수 기능3, IP55 등급의 방수 및 방진 기능3,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간편한 카라비너 고리는 작업을 위해 어디를 가든 더욱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 사진가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SanDisk Extreme PRO 휴대용 SSD는 강력하고 믿을 만한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최고의 NVMe™ SSD 성능을 제공합니다.

SanDisk Extreme PRO® Portable SSD
사양
사용 가능한 용량:

1TB, 2TB, 4TB*

크기(H x W x L):

10.220 x 57.340 x 110.260mm (0.402 x 2.257 x 4.341인치)

작동 온도:

0°C ~ 45°C

보관 온도:

-20°C ~ 85°C

인터페이스:

USB 3.2 Gen 2x2

내구성:

IP55 등급의 방수 및 방진 성능3

충격 저항:

최대 1500G

진동 방지:

5 gRMS, 10-2000Hz

보증:

5년 제한적 보증1[미국 지역만 해당]; 5년[ROW]1

자세한 정보는 www.sandisk.com 참조

SanDis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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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951 SanDisk Drive | Milpitas | CA 95035 | USA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는 북남미 지역의
SanDisk® 모든 제품과 라이선스 판매자입니다.

* 1TB=1,000,000,000,000바이트. 실제 사용자 스토리지는 더 적습니다.
** 최대 2,000MB/s의 읽기 및 쓰기 속도. 내부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호스트 장치, 인터페이스, 사용량, 조건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MB = 1,000,000바이트.
1.
www.sandisk.com/wug를 참조하십시오.
2.
암호 보호는 256비트 AES 암호화를 사용하며 Windows 8, Windows 10 및 macOS v.10.9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3.
내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IPEC 60529 IP 55: 흐르는 물(30kPa)에서 3분간 견디는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제한적인 먼지 접촉으로는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 시에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십시오.
4.
다운로드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www.sandiskmemoryzone.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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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USB-C는 USB Implementers Forum의 상표입니다. Android 및 Google Play는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NVMe 표장은 NVM Expres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표장은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2021 Western Digital Corporation 또는 계열사. All rights reserved.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