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 3.0의 이점
차세대 연결성 

SuperSpeed USB 3.0이란?

USB 3.0 연결을 지원하는 WD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치, 보다 큰 파일 크기, HD 미디어 등이 USB 
기술을 최신의 혁신적인 기술인 SuperSpeed USB 3.0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소유한 기기로부터 더 많은 기능을 원합니다. 
보다 큰 파일 크기와 HD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더 큰 
대역폭과 더 빠른 성능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장치와 사용 방식에 맞게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USB 3.0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SuperSpeed USB 3.0 인터페이스:
•	 5 Gb/s 전송 속도 대 Hi-Speed USB의 480 Mb/s
•	 사용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Sync-N-Go 기술 
•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고 작동 시와 유휴 상태 모두에서 필요한 

전력이 줄어드는 최적화된 전력 효율성
기존 USB 장치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도록 USB 2.0과 100% 
호환 지원SuperSpeed USB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B-IF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usb.org

USB 3.0 연결을 지원하는 My Book® Essential™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 My Passport® Essential 및 My Passport Essential SE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가 
차세대 저장과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중 USB 3.0 및 USB 2.0 인터페이스 
현재의  범용  호환성과  미래의  차세대  속도를  모두  지원하는  WD 
드라이브 .  현재  사용하는  USB 2.0을 ,  향후에  USB 3.0 속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배 빠른 전송 속도 
SuperSpeed USB 3.0 포트에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WD의 USB 3.0 
드라이브를 통해 USB 2.0보다 최대 3배 빠르게 파일에 액세스하고 
저정할 수 있습니다. My Book Essential에서는 13분이 걸리던 2시간 
분량의 HD 동영상 전송이 3분 만에 완료됩니다.*
*성능은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뛰어난 WD 품질
20년  이상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WD 하드  드라이브를  믿고 
데이터를 저장해 왔습니다. WD가 고객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데이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객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 판매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 보호
USB 3.0 연결이 지원되는 My Book 및 My Passport Essential 드라이브는 
최고의 전송 속도 외에 암호 보호와 암호화를 통해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My Book, My Passport 및 Put Your Life On It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 상표이고, My Book Essential 및 My Passport Essential은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그 밖의 다른 표시는 해당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0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All rights reserved.  

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메가바이트(MB = 100만 바이트), 1기가바이트(GB = 10억 바이트), 1테라바이트(TB = 1조 바이트)입니다. 이용 가능한 총 용량은 운영 환경과 시스템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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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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3.0 사용 41초

사진 500장 

USB 2.0 사용 1분 53초

USB 3.0 사용 3분 11초

2000곡

USB 2.0 사용 7분 42초

USB 3.0 사용 3분 32초

2시간 분량의 HD 동영상

USB 2.0 사용 13분 28초

*USB 2.0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면 USB 2.0 속도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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