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경우에 최적:

•  기존 컴퓨터에 스토리지 
공간을 즉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어디든지 대용량 파일을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USB 2.0 인터페이스
용량 250GB, 320GB, 500GB, 640GB, 750GB

Seagate 외장 휴대용 드라이브는 소형으로 디자인되어 어디든 휴대가 가능합니다. 기존 컴퓨터의 추가 
스토리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대용량의 파일을 마음껏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여 번거로운 설치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본 드라이브는 
USB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 받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손꼽히는 
장점입니다. 또한 Windows® 운영 체제에서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파일 저장 작업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본 드라이브는 이렇게 편리한 사용성 외에도 작동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400RPM의 드라이브 성능에 USB 2.0이 지원되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만끽할 수 
있으며, 내장 전원 관리 기능을 통해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품질 및 신뢰성

Seagate는 3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된 기술의 믿을 수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Seagate는 2008년까지 총 10억개가 넘는 하드 드라이브를 판매했습니다. Seagate는 2년 제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 위주의 경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요 특징
•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
•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편한 파일 저장
• 5400RPM의 성능
• USB 전원 공급
• 내장 전원 관리로 에너지 효율적인 작동 가능
• 2년 제한 보증 서비스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계량적 사용 예는 예시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수치는 파일 크기, 파일 형식,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agate® Expansion™ 휴대용 드라이브
휴대용 추가 스토리지

250GB 320GB 500GB 640GB 750GB

디지털 비디오 재생 시간 250 320 500 640 750

2시간 분량 DVD 영화 편수 62 80 125 160 186

디지털 사진 장수 80,000 102,400 160,000 204,800 240,000

디지털 음악 재생 시간 4,165 5,330 12,497 10,660 12,495

스토리지 용량 계산기*



제품 규격 80.01 mm x 17.60 mm x 141.29 mm(3.15인치 x 0.69인치 x 5.56인치)
무게: 0.16 kg(0.35 lbs)

제품 규격(750GB) 84.07 mm x 26.92 mm x 151.64 mm(3.31인치 x 1.06인치 x 5.97인치)
무게: 0.31 kg(0.69 lbs)

소매 패키지 사양 박스 크기: 132.08 mm x 43.94 mm x 166.12 mm(5.20인치 x 1.73인치 x 6.54인치)
박스 무게: 0.36 kg(0.64 lbs)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287.02 mm x 189.99 mm x 153.92 mm(11.30인치 x 7.48인치 x 6.06인치)
마스터 카톤 박스 무게: 2 kg (4.41 lbs)
마스터 카톤 박스 개수: 6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개수: 140
팔레트 크기: 1,150.11 mm x 1,000.00 mm x 1,230.12 mm(45.28인치 x 39.37인치 x 48.43인치) 
팔레트 무게: 308.36 kg (679.82 lbs)
팔레트 층: 7

소매 패키지 사양(750GB) 박스 크기: 132.08 mm x 55.88 mm x 173.99 mm(5.20인치 x 2.20인치 x 6.85인치)
박스 무게: 0.47 kg(1.03 lbs)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231.90 mm x 201.93 mm x 140.97 mm(9.13인치 x 7.95인치 x 5.55인치)
마스터 카톤 박스 무게: 2.11 kg (4.65 lbs)
마스터 카톤 박스 개수: 4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개수: 140
팔레트 크기: 1,218.95 mm x 1,016.00 mm x 1,210.06 mm(47.99인치 x 40.00인치 x 47.64인치)
팔레트 무게: 317.48 kg (699.92 lbs)
팔레트 층: 7

성능 • 5400RPM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 Windows Vista, Windows XP 또는 Mac OSX 10.4.8 이상에서 작동함
박스 내용물  • 외장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

• USB 케이블
• 빠른 시작 안내서
• 2년 제한 보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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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량 모델 번호 UPC 코드 멀티 팩 UPC

APAC 250GB ST902504EXM101-RK 763649015377 10763649015374

APAC 320GB ST903204EXM101-RK 763649015384 10763649015381

APAC 500GB ST905004EXM101-RK 763649015391 10763649015398

APAC 640GB ST906404EXM101-RK 763649017432 10763649017439

APAC 750GB ST907504EXM101-RK 763649018446 10763649018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