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PASSPORT
SSD

™

휴대용 스토리지

새로운 차원의 스토리지.
• 최대 515MB/s의 초고속 전송 속도*
• 하드웨어 암호화를 활용한 암호 보호
• 최첨단 호환성 기술
• 최대 6.5피트(1.98미터)높이의 충격 방지

My Passport SSD는 초고속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휴대용 스토리지입니다. 손안에 들어올 만큼
작으면서도 최대 1TB 용량으로 수많은 콘텐츠를
저장합니다. 하드웨어 암호화 기능과 함께 암호 보호
기능으로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견고한 디자인의 My Passport SSD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에 강한 컴팩트
스토리지입니다.

MY PASSPORT SSD

휴대용 스토리지

제품 특징
초고속 파일 전송

최첨단 호환성 기술

My Passport SSD는 USB Type-C 포트를 사용하여 최대 515MB/s*
속도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는 현재까지 가장 빠른 My Passport
드라이브입니다. 초고속 성능은 또한 컴퓨터에서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Mac 또는 PC용으로 제작된 My Passport SSD는 USB Type-C 및
USB Type-A 포트와 호환됩니다. USB Type-C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고 515MB/s*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USB 3.1 Gen 2를 사용
가능하며 USB 3.0, USB 2.0, USB-A와도 호환됩니다.

하드웨어 암호화를 활용한 암호 보호

WD 안정성으로 설계된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브

점점 더 늘어나는 콘텐츠를 My Passport SSD에 저장하여 제한된 내부
스토리지 공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WD Security 소프트웨어를
통해 암호를 설정하면 내장된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 기능으로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6.5피트(1.98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My Passport SSD는 Western Digital의 완벽한 기술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브는 내부 및 외부적으로 우수한 드라이브입니다.

제품 사양
용량 및 모델
1TB WDBK3E0010PSL
512GB WDBK3E5120PSL
256GB WDBK3E2560PSL

크기
길이: 90mm(3.5인치)
너비: 45mm(1.8인치)
높이: 10mm(0.39인치)

내용물
• 휴대용 SSD 드라이브
• USB Type-C™ to Type-C 케이블
(USB 3.1 Gen 2 지원)
• USB Type-C to Type-A 어댑터
• WD Backup™, WD Security™,
WD Drive Utilities™용
WD Discovery™ 소프트웨어
• 빠른 설치 안내서

작동 사양
작동 온도: 5°C ~ 35°C 비작동 온도:
-20°C ~ 65°C

시스템 호환성
• Windows® 10, Windows 8.1 또는
Windows 7 운영 체제
• macOS High Sierra, Sierra 또는
El Capitan

제한적 보증
전세계에서 3년

기타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포맷해야 합니다.
호환성은 사용자 하드웨어 구성과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USB 3.1(USB 3.0/2.0과 호환 가능)
USB 3.1 최대 10Gb/s
USB 3.0 최대 5Gb/s
USB 2.0 최대 480Mb/s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My Passport, WD Backup,WD Discovery, WD Drive Utilities 및 WD Security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Corporation 또는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Apple, Mac, Mac 로고 및 macOS는 Apple, Inc.
의 상표입니다. Microsoft 및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USB Type-C는 USB Implementers Forum,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다른 표장은 해당 표장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제품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록된 사진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기가바이트(GB = 10억 바이트)와 1테라바이트(TB = 1조 바이트)입니다. 액세스 가능한 전체 용량은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전송 속도에 사용되는 단위는 초당 메가바이트(MB/s) = 초당 100만 바이트입니다. 성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읽기 속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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