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 Elements

™

데스크탑 스토리지

즉석 애드온 스토리지

• 대용량, 간소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PC 성능 향상
• USB 3.0 지원

USB 3.0이 장착된 WD Elements™ 데스크탑
스토리지는 안정적인 대용량 애드온 스토리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USB 3.0 및 USB 2.0 장치를 통한
범용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간소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최대 6TB 용량과 WD의
품질과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WD Elements
데스크탑 스토리지

제품 특징
대용량, 컴팩트한 디자인
WD Elements 데스크탑 스토리지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최대 6TB 용량을
제공하므로, 모든 중요한 사진, 음악, 비디오, 파일을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애드온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USB 3.0 및 USB 2.0과 호환

이 하나의 드라이브에서 최신 USB 3.0 장치와의 호환성과 USB 2.0 장치와의
역호환성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뛰어난 WD 품질

PC 성능 향상

내장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이 꽉 차서 PC 속도가 느려져도 파일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WD Elements 데스크탑 스토리지로 파일을 전송해 내장
드라이브의 공간을 비우면 컴퓨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WD는 사용자 데이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구성과 충격 내성 및 오랜 기간 유지되는 안전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게 드라이브 내부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에 깔끔한 스타일에
보호 기능까지 갖춘 튼튼한 인클로저로 드라이브를 보호합니다.

제품 사양
용량 및 모델
6TB WDBWLG0060HBK
5TB WDBWLG0050HBK
4TB WDBWLG0040HBK
3TB WDBWLG0030HBK
2TB WDBWLG0020HBK

크기
길이:
너비:
높이:
무게

내용물
외장 하드 드라이브
USB 케이블
AC 어댑터
빠른 설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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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mm(5.3인치)
48mm(1.9인치)
165.8mm(6.5인치)
2, 3TB 0.91kg(2.0파운드)
4 ~ 6TB 0.95kg(2.1파운드)

시스템 호환성
NTFS 포맷: Windows® 10, 8.1 및 7
기타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포맷해야 합니다

제한적 보증
2년
전 세계
3년
중국

인터페이스
USB 3.0 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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