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Passport®

Edge™ for Mac®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초슬림, 올메탈 디자인으로  
MacBook Air를 훌륭하게 
보완합니다.

초고속 전송 속도

Apple® Time Machine®

암호 보호 및 하드웨어 암호화

초슬림 디자인의 My Passport Edge for Mac은  
서류 가방 또는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과  
함께 모든 파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풍부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초고속 USB 3.0 연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암호 보호 및  
하드웨어 암호화, 빠르고 안전한 백업을 위한 
Apple Time Machine과의 호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슬림 메탈 스타일로 MacBook Air
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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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제품 사양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My Passport, Put Your Life On It은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My Passport Edge, WD Security 및 WD Drive Utilitie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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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제한적 보증 조건과 이러한 지역에 속하는 특정 국가 목록을 보려면 웹 사이트(http://support.wdc.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 2012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All rights reserved.

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기가바이트(GB = 10억 바이트)입니다. 액세스 가능한 총 용량은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전송 속도 또는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단위는 초당 메가바이트(MB/s = 초당 100만 바이트), 초당 
기가비트(Gb/s = 초당 10억 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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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슬림 디자인으로 대용량 제공 
두께가 11 mm에 불과한 이 초슬림, 
올메탈 휴대용 드라이브는 얇고 
빠르면서 중요 디지털 컨텐츠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풍부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초고속 전송 속도
USB 3.0 포트에 연결하면  
My Passport Edge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서 놀라운 속도로 파일에 
액세스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USB 2.0의 
전송 속도와 비교하여 전송 시간을 최대  
3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성능은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급 알루미늄 케이스
양극산화 처리된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를 채택하여 MacBook Air에 한층 
멋을 더해줍니다.

USB 3.0 및 USB 2.0 호환성
한 개의 드라이브에 현재는 USB 2.0  
장치를 사용하고 향후에는 
업그레이드하여 초고속의 USB 3.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케이스로 
드라이브 내부 보호
WD는 사용자 데이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구성과 내충격성, 오랜 
기간 유지되는 안전성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게 드라이브 내부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에 깔끔한 
스타일에 내구성까지 뛰어난 케이스로 
드라이브를 보호합니다.

WD Security™

WD Security 유틸리티를 통해 
드라이브에 암호 보호와 하드웨어 
암호화를 설정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용이나 액세스로부터 파일을 
보호하십시오.

WD Drive Utilities™

WD Drive Utilities를 사용하면 
드라이브를 등록하고, 드라이브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Apple TimeMachine과 호환
구입한 후 바로 Mac에서 사용할 
수 있고, Apple Time Machine과 
호환됩니다.

USB 전원 공급
PC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 치수 시스템 호환성 용량 및 모델
USB 3.0
USB 2.0

길이: 
깊이: 
너비: 
무게:  

11.20 cm(4.41인치)
11 mm(0.40인치)
83 mm(3.37인치)
0.13 kg(0.36파운드)

HFS + J Mac® OS X® Lion 또는 
Mountain Lion 
Windows® Vista, Windows 7, 및 
Windows 8의 경우 재포맷 필요

500 GB WDBJBH5000ABK

키트 구성품 작동 사양 제한적 보증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USB 케이블
WD Security 소프트웨어
WD Drive Utilities 소프트웨어
빠른 설치 안내서

USB 3.0 모드에서 최대 5 Gb/s 및
USB 2.0 모드에서 최대 480 Mb/s

데이터 전송 속도:1 최대 5 Gb/s
작동 온도: 5°C ~ 35°C
비작동 온도: -20°C ~ 65°C

1USB 3.0 성능의 전송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USB 3.0 
호스트와 USB 3.0 인증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3년 전세계

My Passport Edge for Mac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