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경우에 최적:

•  사진, 영화, 음악 및 기타 문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백업하려는 
경우

•  장소에 제약 없이 파일을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  PC와 Mac® 컴퓨터 사이에서 
자유롭게 파일을 이동하고 
액세스하려는 경우

용량 500GB

데이터 보호 및 저장, 그 이상의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드라이브.

GoFlex Pro 울트라 포터블 드라이브는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 백업을 통해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보호합니다. 또한 사전 로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GoFlex Pro 드라이브의 파일을 
편리하게 동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최신 버전의 파일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GoFlex Pro 드라이브에는 남은 
용량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용량 게이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드라이브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데스크탑 도크도 
함께 제공됩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단순한 일반적인 외장 드라이브와는 달리 한 차원 더 새로워진 드라이브입니다. 
GoFlex Pro 드라이브는 GoFlex 스토리지 시스템의 주축을 이루는 제품이며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맞춤화 제품입니다.

파일 액세스를 내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기본적으로 동봉된 USB 2.0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GoFlex 업그레이드 케이블을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인터페이스를 
USB 3.0, FireWire® 800 또는 eSATA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GoFlex Pro 울트라 
포터블 드라이브에 GoFlex 업그레이드 케이블을 같이 사용하면 표준 GoFlex 드라이브보다 40% 빠른 파일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고성능 7200RPM 드라이브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동이 자유롭다.

본 제품에는 Mac®용 NTFS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다시 포맷하지 않아도 PC에 있는 데이터를 Mac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NTFS 드라이버가 Mac 컴퓨터에 설치되면 Mac 컴퓨터에서도 PC 호환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ac용 백업 소프트웨어 또는 Time Machi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HFS+로 다시 포맷해야 합니다.

PC의 컨텐츠를 TV에서도 즐긴다.

GoFlex 울트라 포터블 드라이브는 GoFlex 스토리지 시스템의 핵심 제품이며, GoFlex 스토리지 시스템의 다른 제품과 
함께 활용하면 PC에 저장된 데이터를 TV에서 즐기고, 모바일 장치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PC 또는 Mac 컴퓨터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USB 2.0 플러그 앤 플레이
•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포함된 프리미엄 백업 소프트웨어(드라이브에 사전 포함됨)
•  USB 3.0, FireWire 800 또는 고속 eSATA로 업그레이드 가능,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액세스 및 TV에서 컨텐츠 

재생 가능
• 용량 게이지 및 지능형 데스크탑 도크 포함
• 3년 제한 보증 서비스

  



제품 규격 드라이브 크기: 105mm(길이) x 82mm(너비) x 14mm(높이)(4.14인치 x 3.23인치 x 0.55인치)
도크 크기: 102mm(길이) x 38mm(너비) x 21mm(높이)(4.02인치 x 1.50인치 x 0.83인치)
무게: 드라이브: 0.15kg(0.34파운드), 도크: 0.10kg(0.22파운드), 드라이브(도크 포함): 0.29kg(0.64파운드)

소매 패키지 사양 박스 크기: 155mm(길이) x 119mm(너비) x 44mm(높이)(6.10인치 x 4.69인치 x 1.73인치)
박스 무게: 0.39kg(0.87파운드)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196mm(길이) x 186mm(너비) x 180mm(높이)(7.48인치 x 7.38인치 x 7.09인치)
마스터 카톤 박스 무게: 1.75kg(3.86파운드)
마스터 카톤 박스 개수: 4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개수: 180
팔레트 크기: 1,219mm(길이) x 1,016mm(너비) x 1,203mm(높이)(47.99인치 x 40.00인치 x 47.36인치)
팔레트 무게: 322.73kg(711.48파운드)
팔레트 층: 6

성능 7200RPM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또는 
•  운영 체제 Max OS X 10.4.6 Tiger 이상, 10.5 Leopard 또는 10.6 Snow Leopard(32비트 커넬). 

Mac용으로 다시 포맷해야 할 수 있습니다.
• USB 2.0 포트

호환성은 사용자의 하드웨어 구성 및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스 내용물  • GoFlex Pro 울트라 포터블 드라이브
• 암호화 기능 포함 백업 소프트웨어(드라이브에 사전 포함됨)
• GoFlex USB 2.0 인터페이스 어댑터
• 지능형 데스크탑 도크

• 18인치 USB 2.0 케이블
• 빠른 시작 안내서
• 3년 제한 보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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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보다 낮은 용량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열된 용량의 일부는 포맷 및 기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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