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D Nomad™

견고한 케이스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

7피트 낙하 시험 통과

습기와 먼지 차단

편리한 USB 케이블 홀

감수할 만한 위험도 있지만, 파일 손실의 
위험은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WD Nomad는 
My Passport® 휴대용 드라이브를 보호하도록 
특수 설계된 튼튼한 케이스입니다. 사막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킬리만자로에서 
하이킹을 즐기거나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엄마가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할 
때에도, 이 견고한 케이스는 My Passport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 탁월한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WD Nomad
견고한 케이스 

제품 특징

제품 사양

My Passport 드라이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My Passport 및 Put Your Life On It은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WD Nomad, My Passport Essential, My Passport Elite 및 My Passport Studio는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그 밖의 다른 표시는 해당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표시된 사진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제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사양과 포장 명세서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보증 기간은 제품이 구입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 보증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http://support.wdc.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낙하 시험은 공업용 카펫으로 덮힌 콘크리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케이스의 
환경적 설계 및 테스트 제한을 전체 제품 수명 동안 겪게 될 조건에 맞추고 환경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재현하는 테스트 방법을 설정하도록 강조하는 MIL-STD-810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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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휴대
내충격성
사진 작가, 모험가, 여행가,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학생에게 맞게 설계된 
이 뛰어난 내구성의 케이스는 외장은 
내충격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고 내부는 충격이 흡수되는 고무 
쿠션이 사용되어, 드라이브 내부가 
긁힘이나 7피트(2.13m)* 높이에서의 
낙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D자형 고리 
캐러바이니어, 케이블 또는 나일론 
스트랩을 몰딩된 외부 고리에 
연결하고 케이스를 백팩, 지갑 등에 
걸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습, 방진 
튼튼한 자물쇠로 케이스를 닫고 
실리콘 쿠션이 액체 유출, 습기, 먼지 
등을 확실하게 차단해줍니다.

편리한 USB 케이블 홀 
드라이브의 USB 커넥터 홀이 있어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고도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완벽히 보호된 상태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홀은 또한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습기로부터 보호해주는 독특한 밀봉 
커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WD는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WD는 
축적된 전문 기술력으로 WD Nomad를 
설계하였으므로 이 튼튼한 케이스에 
넣어두면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My Passport 하드 드라이브용 
맞춤형 설계 
다음 My Passport 모델을 보호하도록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WDBAAA, WDBAAB, WDBAAC, 
WDBABM, WDBABW, WDBACX, 
WDBACY, WDBBEP, WDBBXV, 
WDBGCH, WDBKXH, WDBL1D. 

My Passport 2 TB 모델(WDBKKF, 
WDBY8L) 및 모든 My Passport Studio 
모델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구성품 치수 호환되는 드라이브 모델 번호
견고한 케이스
스페이서
빠른 설치 안내서

길이: 
너비: 
높이: 
무게:

147.5mm(5.8인치) 
112 mm(4.4인치)
36 mm(1.4인치)
0.17 kg(0.39파운드)

My Passport WDBKXH, WDBBEP
My Passport Essential™ WDBACY, WDBAAA
My Passport Essential SE WDBACX, WDBABM
My Passport Elite™ WDBAAC
My Passport for Mac® WDBAAB, WDBGCH, WDBL1D
My Passport SE for Mac WDBABW, WDBBXV

WDBGRD0000NBK-NASN Americas/AUS
WDBGRD0000NBK-EASN EMEA
WDBGRD0000NBK-PASN – APAC

제한적 보증
2년 전세계

제한적 보증은 WD Nomad 러기드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WD Nomad 러기드 
케이스에 저장 또는 운반되는 품목의 손상에는 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보증 정보는 westerndigital.com을 참조하십시오.

 

7피트
(2.13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