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뛰어난 성능과 용량

HD 세상을 위한 우수한 해상도 

업계를 선도하는 제한적 보증 서비스

전혀 새로운 차세대 드라이브, WD Black은 
PC 사용 경험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고성능 드라이브는 이전 
세대보다 더 우수한 기능으로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WD Black™

고성 능 스토리지

고성 능과 고용량의 최고 
조합

WD Blac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WD Black
고성 능 스토리지

제품 특징

   제품 사양

Western Digital, WD 및 WD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이고 absolutely, WD Blue, WD Green, WD Black, WD Red, WD Purple 및 StableTrac은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그 밖의 
다른 표시는 해당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실제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제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사양과 포장 명세서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upport.wdc.com/warranty 를 참조하십시오. © 2014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기가바이트(GB = 10억 바이트), 1테라바이트(TB = 1조 바이트)입니다. 액세스 가능한 전체 용량은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전송 속도 또는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단위는 초당 메가바이트 (MB/s = 
초당 100만 바이트), 초당 기가비트(Gb/s = 초당 10조 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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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성능과 용량
제작자와 게이머 그리고 최고를 
원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PC 저장 
공간을 늘려주는 차세대 하드 
드라이브를 출시했습니다. 최신  
WD Black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가 향상된 기능으로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줄여 필요한 
것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WD Black은 큰 용량과 
놀라운 성능으로 PC 사용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HD 세상을 위한 우수한 정밀 도
성능과 용량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WD Black은 향상된 
구조 설계와 함께 새로운 HRC(High 
Resolution Controller)를 채택하고 
있어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 
정밀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HD 세상을 한 차원 
발전시키는 뛰어난 응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수 함을 넘어선 스마트 제품
첨단 부품이 탑재된 고성능 PC와 
워크스테이션 PC는 종종 진동과 
소음 때문에 하드 드라이브의 
정밀도와 성능을 떨어뜨리곤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섀시라고 해도 항상 이러한 
진동과 소음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의 WD Black 
하드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내부의 
디스크가 케이스 안의 장착 문제 
또는 진동 조건에 적응하도록 하는 
진동 제어 기술(VCT)을 채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데이터 정확도와 성능,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간단히 말해, 게임이 
더욱 격렬해지고 빨라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액션이 안정적인 마찰력을 만나다
진동 제어 기술(VCT) 외에도  
WD Black은 양쪽 끝에서 드라이브 
내부의 모터 샤프트를 고정시켜 
시스템에 의해 유발되는 추가 
진동을 줄여주는 StableTrac™ 
기술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StableTrac은 플래터 내부를 
확실하게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읽기/쓰기 작업 중 특정 섹터를 
보다 정확히 추적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성능까지 높여줍니다.  
(2 TB 모델 이상)

기억에 남는 순간을 영원히 
렌더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전력 동요나 정전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WD Black 하드 드라이브는 
전력 동요나 정전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문제를 차단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손상 보호 기술
(CPT)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상 
보호 기술을 활용하면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듀얼 프로세싱
프로세싱 파워는 우수할수록 더 
좋습니다. WD Black은 프로세싱 
파워를 두 배로 늘려 드라이브 
성능을 극대화하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더해주는 WD의 동적 
캐시 기술이 실시간에 캐싱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읽기와 쓰기 
간 캐시 할당을 최적화해 성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읽기 데이터에 더 
많은 캐시를 할당해 데이터 
혼잡을 줄이고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합니다.

업계를 주도하는 5년 제한적 보증
엔지니어들이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열정은  
WD Black 드라이브에 적용되는 
업계 최장의 5년 제한적 보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사의 성공은 
지속적으로 차세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업계 최장의  
5년 제한적 제품 보증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WD Black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기존 하드 
드라이브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는 
고성능 하드 드라이브 제조를 위한 
혁신과 개선 및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 폼 팩터 스핀 속도 캐시
SATA 6 Gb/s 3.5인치 7200 RPM 64 MB

모델 용량 제한적 보증
500 GB
1 TB
2 TB
3 TB 
4 TB

5년

WD Black은 WD의 완벽한 내장 하드 드라이브 제품군에 속합니다.

매일 용량 성능 보안NAS

WD1003FZEX
WD2003FZEX
WD3003FZEX
WD4003FZEX

WD5003AZEX 
WD1002FAEX 
WD2002FAEX 
WD3001FAEX 
WD4001FA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