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GB, 128GB 및 256GB*

SanDisk Extreme® Go USB 3.2 드라이브
데이터를 관리하십시오
주요 내용

중요한 컨텐츠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이동하여 빠듯한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십시오.

• 빠듯한 일정에 쫓기고 계십니까? SanDisk

성공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성능과 효율성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최대 400MB/s**의

Extreme® Go 드라이브로 대용량 파일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이동하여 속도 저하 없이

읽기 및 240MB/s**의 쓰기 속도(256GB* 모델)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뛰어나며 원활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제공하여 속도 저하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통해 데이터를

• 프리미엄 메탈 디자인 덕분에 작업 또는 열정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나 세련되고 내구성이
뛰어난 드라이브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SanDisk Extreme Go
드라이브는 안정성으로 정평이 나있는
SanDisK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 초고속 USB 3.2 인터페이스로 중요한
컨텐츠를 전송, 저장 및 공유하면서
워크플로를 가속화하십시오.
• 다른 사람이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파일을 보호하려면 볼트 폴더에
보관한 후 SanDisk SecureAccess™
암호화 소프트웨어1를 사용하십시오.
•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셨습니까?
함께 제공되는 RescuePRO Deluxe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2(다운로드 필요)로
손쉽게 복원하십시오.

관리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내구성 만큼 멋지고 세련된 메탈 디자인에 이 강력한 성능을 모두 담았습니다.

SanDisk Extreme® Go USB 3.2 드라이브
사양
용량

64GB, 128GB 및 256GB*

치수

0.29 x 0.71 x 2.37인치, 7.4 x 18.0 x 60.3mm

작동 온도

0°C ~ 45°C(32°F ~ 113°F)

보관 온도

-10°C ~ 70°C(14°F ~ 158°F)

호환성

USB 3.2/USB 3.0 사용 가능(USB 2.0과 백워드 호환 가능)

소프트웨어

SanDisk SecureAccess™ 소프트웨어

보증

제한적 평생 보증

자세한 정보는
www.sandisk.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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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B=1,000,000,000바이트. 실제 사용자 스토리지는 더 적습니다.
최대 395MB/s(64GB 및 128GB), 400MB/s(256GB)의 읽기 속도 및 최대 100MB/s(64GB), 180MB/s(128GB), 240MB/s(256GB)의 쓰기 속도.
암호 보호는 128비트 AES 암호화를 사용하며 Windows 8, Windows 10 및 macOS v10.9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Mac의 경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필요. www.sandisk.com/secureacc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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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등록이 필요하며 사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SanDisk, SanDisk 로고, SanDisk Extreme 및 SanDisk Secure Acces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Corporation 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OS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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