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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스토리지
• 최대 1,050MB/s1의 읽기 속도 및 최대 1,000MB/s1의 쓰기 속도를 갖춘
놀랍도록 빠른 NVMe™ 기술
• 암호를 사용하는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
• 충격 및 진동 방지 기능. 최대 1.98미터(6.5피트)의 낙하 충격 저항력
• 간단한 백업
• 세련되고 컴팩트한 디자인
• USB 3.2 Gen-2 및 USB-C™(오래된 시스템에서는 USB-A) 모두 호환

한 차원 높은 SSD 성능으로 모든 작업을 가속화하십시오.
NVMe™ 기술로 최대 1,050MB/s1의 읽기 속도 및 최대 1,000MB/s1의 쓰기 속도를 제공하는
My Passport™ SSD로 소중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액세스하며 보호하십시오. 세련되고 내구성이 좋은
메탈 디자인에 암호를 사용하는 하드웨어 암호화로 생산성을 높이십시오. 간편한 사용. 놀라운 속도.

가속화된 성능

암호 보호

충격 저항

간단한 백업

PC 및 Mac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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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가속화된 성능
대용량 파일 및 더 많은 양의 컨텐츠는 한 차원 높은 성능을 요구합니다.
My Passport™ SSD는 최대 1,050MB/s1의 읽기 속도 및 최대 1,000MB/
s1의 쓰기 속도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나만의 디지털 세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암호화를 활용한 암호 보호
나만의 디지털 세상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암호를
사용하는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 및 간단한 백업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더 높은 높이에서도 안전한 내구성
걱정 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My Passport™ SSD는 대담한
메탈 디자인으로 어떠한 환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충격 및 진동 방지
기능. 최대 1.98미터(6.5피트)의 낙하 충격 저항력.

간단한 백업
내장된 백업 소프트웨어2로 드라이브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
대용량 파일을 손쉽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3 설정한 후에는 잊으셔도
됩니다. Apple Time Machine과 호환됩니다(재포맷 필요).
SSD 성능의 새로운 디자인
다양한 색상의 멋진 디자인으로 컴팩트하고 세련된 메탈 케이스가
장착된 My Passport™ SSD는 뛰어난 품질을 목표로 처음부터
설계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WD 안정성으로 설계된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브입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호환성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을 뜯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PC
및 Mac과 호환됩니다. USB 3.2 Gen-2 기술을 갖춘 My Passport™
SSD를 구입하면 USB-C™ 케이블 및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A 어댑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용량 및 모델

구성품

치수

2TB

• 휴대용 SSD 드라이브

길이: 100mm(3.94인치)

• USB Type-C to Type-C 케이블

너비: 55.0mm(2.17인치)

(USB 3.2 Gen 2 지원).

높이: 9.0mm(0.35인치)

• USB Type-C to Type-A 어댑터

무게: 45.7g(0.10파운드)

스페이스 그레이

WDBAGF0010BGY

미드나잇 블루

WDBAGF0010BBL

빨간색

WDBAGF0010BRD

로즈골드

WDBAGF0010BGD

실버

WDBAGF0020BSL

1TB

시스템 호환성
Windows® 10, Windows 8.1 운영
체제
macOS Catalina, Mojave 또는 High
Sierra

• 백업 및 암호 보호를 위한

기타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WD Discovery™ 소프트웨어

포맷해야 합니다.

• 빠른 설치 안내서

스페이스 그레이

WDBAGF0010BGY

미드나잇 블루

WDBAGF0010BBL

빨간색

WDBAGF0010BRD

로즈골드

WDBAGF0010BGD

실버

WDBAGF0010BSL

호환성은 사용자 하드웨어 구성과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증 기간
USB 3.2 Gen 2 최대 10Gb/s
USB 3.1 Gen 2 최대 10Gb/s

500GB

5년(전 세계)

USB 3.0 최대 5Gb/s

스페이스 그레이

WDBAGF0010BGY

미드나잇 블루

WDBAGF0010BBL

빨간색

WDBAGF0010BRD

로즈골드

WDBAGF0010BGD

실버

WDBAGF5000ASL

USB 2.0 최대 480Mb/s

취급 시 주의 사항
My Passport SSD의 최대 작동 온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My Passport SSD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데스크탑/노트북에서 My Passport SSD를
제거할 때 주의하십시오.
My Passport™ SSD를 싱크대, 음료, 욕조, 화장실, 비와 같이 물기가 많은 곳에서 멀리 보관하십시오. 습기는 전자기기에 전기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재, 부상, 화상 또는 기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My Passport SSD를 분해하거나, 으스러뜨리거나, 합선을 일으키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My Passport 및 WD Discovery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Corporation 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 macOS 및 Time Machine은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USB-C는 USB Implementers Forum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다른 표장은
해당 표장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제품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록된 사진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송 속도에 사용되는 단위 1MB/s = 초당 100만 바이트입니다. 내부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함. 호스트 장치, 사용 조건, 드라이브 용량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
2 인터넷 활성화 필요
3 앱 또는 클라우드 계정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은 언제든지 변경, 종료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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