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Book®

Studio™

데스크탑 스토리지

올메탈 디자인.
빠른 속도와 보안.

초고속 USB 3.0 연결 

고급 메탈 케이스

Apple® Time Machine®과 호환

My Book Studio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는 
놀라운 고속 USB 3.0 성능, 대용량, Mac®을 
완벽히 보완하는 최고급 알루미늄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Apple Time Machine 과 호환되어 
빠르고 쉬운 백업이 가능합니다. 암호 보호 
및  하드웨어  암호화로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요구가 
까다로운  그래픽  전문가에게  이상적인 
드라이브입니다.

WD



My Book Studio
데스크탑 스토리지

제품 특징

제품 사양

열 분산 기능을 갖춘 고급 알루미늄 
케이스
최고급 알루미늄 케이스가 Mac 컴퓨터를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얇은 책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두  개  이상의  My Book 
드라이브를 함께 두면 책장의 책과 같은 
산뜻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초고속 전송 속도 
고성능 USB 3.0 연결을 사용하여 최고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분만에 HD 영화 한 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용량 스토리지 
창작 활동의 모든 순간을 저장할 수 있
는 최대 4 TB의 용량이 제공됩니다. 

포맷된 HFS+ 저널링
Mac OS® X 10.6.5 이상  시스템에 
곧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 indows ® 운영  체제용으로  쉽게 
재포맷할 수 있습니다.

암호 보호
WD Security™는 암호 보호와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를 통해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WD Drive Utilities™

W D  D r i v e  U t i l i t i e s 를  사 용 하 면 
드라이브를 등록하고,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올메탈 케이스

인터페이스 치수 시스템 호환성 용량 및 모델
USB 3.0
USB 2.0

높이: 
깊이: 
너비: 
무게: 

165 mm（6.5인치） 
135 mm（5.3인치）
48 mm（1.9인치）
1.18 kg（2.6파운드）

Mac OS X 10.6.5 이상

Windows 운영 체제의 경우 재포맷 
필요

4 TB
3 TB
2 TB
1 TB

WDBHML0040HAL
WDBHML0030HAL
WDBHML0020HAL
WDBHML0010HAL

키트 구성품 작동 사양 제한적 보증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
USB 케이블
AC 어댑터
WD Security
WD Drive Utilities
빠른 설치 안내서

데이터 전송 속도1 
USB 3.0 모드에서 최대 5 Gb/s
USB 2.0 모드에서 최대 480 Mb/s
1  SuperSpeed USB 3.0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USB 3.0 호스트와 USB 3.0 

인증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3년 전세계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및 My Book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My Book Studio, WD Security 및 WD Drive Utilities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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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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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테라바이트(TB =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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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비트)입니다.                                         4178-705545-Q02 2013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