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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amsung Portable SSD X5는 최첨단 NVMe™ 및 Thunderbolt™ 3 기술을 통합한 혁신적인
외장형 저장 장치입니다. X5는 가볍고 작은 저장 장치 솔루션에 담긴 데이터에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는 콘텐츠 개발자 및 기술 전문가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X5는 2TB 용량
옵션으로 업계를 선도합니다.
빛처럼 빠른 속도, 대규모 용량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통해 콘텐츠 리더는 매우 분주한 작업
환경에서도 고해상 콘텐츠를 빠르고 더욱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
Samsung Portable SSD X5는 NVMe™ 기술과 Thunderbolt™ 3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최대 40Gbps 대역폭의 매우 신속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X5의 읽기/쓰기 속도는 각각 최대 2,800/2,300MB/s에 이르며, 이는 기존의 USB 3.1
PSSD(SATA 기반)에 비해 5배, 외장형 HDD에 비해 25배나 빠른 수준입니다 1).
0F

혁명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공학적 안정성
슈퍼카에서 영감을 얻은 X5의 역동적인 디자인은 성능과 안전성을 최적화합니다. 견고하지만
가벼운 마그네슘으로 제작된 풀 메탈 바디와 내부 구성 덕분에 X5는 최대 2미터(6.6피트)에서
떨어뜨려도 고장 나지 않습니다 2).
1F

X5에는 최신 열 관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이내믹 열 방지(Dynamic Thermal Guard)
기술은 자동으로 최적 작동 온도를 유지하여 과열을 예방하며, 기계적 솔루션인 히트 싱크는
내부에서 전반적인 열 발생량을 최소화합니다.

철저한 데이터 보호
X5는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를 통해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AES
256비트 하드웨어 암호화 기반의 비밀번호 보호 기능을 통해 X5에 대한 액세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테스트 결과 기준(읽기 성능)

2)

통제된 조건 하에서 내부 자유 낙하 충격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NVM Express® 디자인 표시는 NVM Expres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Thunderbolt와 Thunderbol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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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Samsung Portable SSD X5(“X5”)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 사용 설명서를 모두 읽고 제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주십시오.

제품 구성 품목
• Samsung Portable SSD X5
• Thunderbolt™ 3 (40 Gbps) USB-C 케이블
• 간편 사용 설명서 및 보증서

Thunderbolt™ 3
연결 포트

연결/분리 방법
① Mac 또는 Windows PC에 설치된 Thunderbolt™ 3 포트에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② 컴퓨터에서 X5 연결을 해제할 때 반드시 "꺼내기", "마운트 해제" 또는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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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Thunderbolt™ 3 포트가 있는 Mac 및 Windows PC 3) 4)
2F

3F

※ Thunderbolt™ 3 인터페이스 지원

Thunderbolt™ 3는 기존 Thunderbolt™ 2보다 2배 빠르고, USB 3보다 8배나 빠른 최대
40Gbps 대역폭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USB-C 5)를 통합하여, 가장 편리하고 다양한 용도로 데이터 디바이스, 도크, 디스플레이 등에
4F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요구 사항
 macOS Sierra(버전 10.12) 이상
 Windows 10 64bit RS2 이상
※ Windows 10 내 OS 정보 확인 방법 6)
5F

1. Start(시작)

으로 가서, 검색 대상(about)을 입력한 후 PC 정보(About your PC)

선택.
2. PC별 버전(Version)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PC에서 사용 중인 Windows 10 버전
확인.
또는 윈도우 로고 키(Windows logo key)와 R을 함께 누르고, winver을 입력한 후 OK
선택.
→ RS2(Redstone 2)는 Windows 10 시스템에서 "버전 1703"으로 인식됩니다.

3. PC별 시스템 유형을 확인하여 사용 중인 Windows 버전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

3)

하위 호환 불가/USB만 지원하는 PC에서는 작동 불가

4)

시스템 bios, 드라이버 및 성능 측정 도구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5)

Thunderbolt™ 3에는 USB-C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Mac나 Windows PC에서 X5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Thunderbolt™ 3 포트를 함께 사용해야 하며, Thunderbolt™ 3이 지원되지 않는 USB-c 포트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6)

원본: Microsoft™ 웹 사이트(지원)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13443/windows-which-operat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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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맷
X5는 Windows OS 및 Mac OS에서 지원하는 exFAT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맷되어 있습니다.
특정 형식으로 포맷된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읽거나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 표에 명시된 OS에
따라 다릅니다. 단일 OS에서 X5를 사용할 경우 해당 OS에 적합한 파일 포맷으로 X5를
포맷하십시오. (예) 각 운영 체제별로 파일 시스템에 대해 읽기/쓰기 제한
파일 포맷

Windows OS

Mac OS

exFAT

읽기 및 쓰기 모두

읽기 및 쓰기 모두

NTFS

읽기 및 쓰기 모두

읽기 전용

HFS

인식할 수 없음

읽기 및 쓰기 모두

* 여러 운영 체제에 대해 exFAT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쓰기가 잠길 수 있고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 지침에 따라 쓰기 액세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Mac OS: X5를 Mac에 다시 연결하고 꺼내기를 수행합니다.
 Windows OS: 쓰기 액세스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Scan and fix(스캔 후

수정)”을 클릭하여 디스크 검사(CHKDSK)를 수행합니다.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닫았을 경우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Properties(속성)을
선택한 후 Tools(도구) 탭에서 Check(검사)를 클릭합니다.

시스템에 표시되는 X5의 용량
연결된 X5에 대해 시스템에서 보고하는 용량은 측정값의 십진법 및 이진법 차이와 드라이브 분할
및 블록 등과 같은 기타 요인으로 인해 라벨에 표시된 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 Windows OS: 1 GB = 1024MB, Mac OS: 1GB = 1000MB
라벨에 표시된 용량은 십진법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이 환산할 수 있습니다.
1GB=1,000,000,000바이트, 1TB=1,000,000,000,000바이트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다른 측정 표준을 사용할 경우 용량이 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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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 사용
X5 연결
기기와 호환되는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케이블의 한 쪽 끝을 기기에 연결하고 다른 한 쪽 끝을
X5에 연결합니다.
Windows OS에서 Thunderbolt 3 저장 장치(X5)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Thunderbolt 3
장치를 "Approve(승인)"해야 합니다. “Always Connect(항상 연결)” 및 “OK(확인)” 선택.

X5 분리
X5 연결을 해제할 때마다 반드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하기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꺼낼 경우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X5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Samsung은 사용자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이나 제품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OS에서 하드웨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
컴퓨터 OS
Windows OS

Mac OS

설명
트레이에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를 선택했으면 제거하려는 기기를
선택하고 꺼내기를 클릭합니다. 기기가 안전하게 제거되면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X5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꺼내기를 선택하거나,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제거하십시오. 제품의 작업
표시등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나서 꺼진 후에 케이블을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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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태에 따른 LED 표시
다음 표에는 X5 상태에 따른 LED 표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상태

LED 표시

연결됨/유휴

흰색 불 계속 켜짐

읽기/쓰기

흰색 불 깜박거림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 설치
(비밀번호 보호 및 펌웨어 업데이트)
X5를 PC/노트북에 연결하고 장치 폴더에서 다음과 같은 설치 파일을 찾아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십시오.
 Windows OS: SamsungPortableSSD_Setup_Win.exe
 Mac OS: SamsungPortableSSD_Setup_Mac.pkg
* X5는 Thunderbolt™ 3가 지원되는 PC(Mac / Windows PC)에서 작동합니다. X5는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C 버전에서만 지원되며 기존 Android 버전(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X5를 구입한 후 파티션을 포맷한 경우, 드라이브에 저장된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가 삭제됩니다. 이
경우 Samsung 웹 사이트(http://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Samsung Portable SSD”를 다운로드하기
바랍니다.
* X5용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컴퓨터에 이전 버전이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이전 버전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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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 실행
바탕 화면에서 “Samsung Portable SSD”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는 기기(드라이버)를 활성화하지 않고 작동할 수 없습니다.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 아이콘
2. 비밀번호 설정(선택사항)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의 각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약관에 동의하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의 특정 요소는 비밀번호 보호를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 Samsung은 비밀번호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사용자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기의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복구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온라인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X5를 공장 초기화해야 합니다. 기기를
공장 초기화하면 X5에 저장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가 손실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Mac OS의 경우에만 보안 기능 사용을 위해 “Samsung Portable SSD”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커널 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패키지 설치 순서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설치한 후 X5의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하여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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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의 경우에만, “Samsung Portable SSD” 드라이버와 SATSMARTDriver 등의 일부 타사 도구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SATSMARTDriver를 사용하려면 Samsung Portable SSD 드라이버를 제거한 후 다음 지침에
따라 SATSMARTDriver를 설치하십시오.

* Samsung Portable SSD 드라이버와 SATSMARTDriver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충돌이 감지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오.
Samsung Portable SSD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SATSMARTDriver를 설치하는 방법
#sudo kextunload /System/Library/Extensions/SamsungPortableSSDDriver.kext
#sudo kextload /System/Library/Extensions/SATSMARTDriver.kext
SATSMARTDriver를 제거하고 SamsungPortableSSDDriver를 설치하는 방법
#sudo kextunload /System/Library/Extensions/SATSMARTDriver.kext
#sudo kextload /System/Library/Extensions/SamsungPortableSSDDriver.kext

3. 잠금 해제
비밀번호 보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X5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UNLOCK(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해야 X5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SamsungPortableSSD.exe에 할당된 약 128MB의 용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데이터가 잠깁니다.

화면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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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 사용자 환경에 따라 “SamsungPortableSSD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indows의 탐색기나 Mac의 데스크톱에서 “SamsungPortableSSD Software”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 비밀번호 보호는 각 OS의 특정 버전(또는 그 이상)에서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해당 OS가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비밀번호 보호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비밀번호 보호를 활성화하면 X5의 보안 파티션 용량만 처음에 표시됩니다. 이 보안 파티션은 대략 ~128
MB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이 해제되면 X5의 전체 용량이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 왼쪽 창에서 X5의 이름을 클릭하여 다른 Samsung Portable SS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는 Samsung Portable SSD가 연결된 전체 호스트 기기(최대 6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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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 변경
기본 페이지의 “SETTINGS(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X5의 보안 모드/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Samsung 웹
사이트(http://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파일(Windows OS의 경우
“SamsungPortableSSD_Setup_Win.exe”, Mac OS의 경우
“SamsungPortableSSD_Setup_Mac.pkg”)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모드
보안 모드를 ON(설정) 또는 OFF(해제)로 변경하려면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X5 보안 상태 표시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상태

아이콘 없음

설명
잠김

보안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X5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잠금 해제 페이지에서
X5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됨

보안 모드가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미 X5를 잠금
해제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 페이지에서 저장 장치
용량을 확인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안 모드 해제

보안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기본 페이지에서 저장 장치
용량을 확인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보안 모드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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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화면(보안 모드 꺼짐)

• 이름/비밀번호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CHANGE(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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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및 제품 펌웨어 업데이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수가 왼쪽 창 하단에
표시됩니다.

“UPDATE(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 업데이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업데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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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 최신 소프트웨어(“SW”) 또는 펌웨어(“FW”)를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heck for Update Automatically(업데이트 자동 확인)”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

Samsung Portable SSD가 연결될 때마다 SW 및 FW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 업데이트 상태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Check for Update Automatically(업데이트 자동 확인)”을 OFF(해제)에서 ON(설정)으로 변경할 경우 업데이트
정보가 즉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거나, Samsung Portable SSD를 컴퓨터에 연결해야
업데이트 정보가 새로 고쳐집니다.

X5의 경우,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macOS와 Windows OS 버전
모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X5 FW 업데이트는 Windows OS 버전에서만 제공됩니다.
*FW 업데이트의 경우, 보안 모드를 OFF(해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FW가 업데이트 중일 때 복사/삭제/파티션 포맷
등을 비롯해 PSSD에 액세스하면 PSSD가 오작동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FW가 업데이트되면, PSSD 연결을 해제한 후 다시 연결하여 FW 업데이트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X5는 Thunderbolt™ 3가 지원되는 PC(Mac / Windows PC)에서 작동합니다. X5는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PC 버전에서만 지원되며 기존 Android
버전(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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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의 경우,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macOS와 Windows OS 버전
모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X5 FW 업데이트는 Windows OS 버전에서만 제공됩니다.

6. “Samsung Portable SSD 소프트웨어" 삭제
각 OS에서 소프트웨어 삭제
컴퓨터 OS
SamsungPortableSSD
_Setup_Win.exe를
사용하여 SW를 설치한
경우
Windows
OS

SamsungPortableSSD.
exe를 사용하여 SW를
설치한 경우

설명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으로 가서 프로그램 →
프로그램 및 기능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을
선택한 후 “Samsung Portable SSD Software”를 두
번 클릭하고 “YES(예)”를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설치 경로에서 PSSD_Cleanup.bat를
실행하여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 경로는 c:\ProgramData\Samsung
Apps\Portable SSD\PSSD_Cleanup.ba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sung 웹
사이트(http://www.samsung.com/samsungssd)의
FAQ를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설치 경로에서
CleanupAll.scpt를 실행하여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 경로는
#osascript~/Library/Application
Support/PortableSSD/CleanupAll.scpt입니다)

Mac OS

*AppCleaner 등의 타사 설치 제거 프로그램으로는
“Samsung Portable SSD” SW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sung 웹
사이트(http://www.samsung.com/samsungssd)의
FAQ를 참조하십시오.

7. SW 기본 언어 선택
기본 언어는 지역별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오픈소스 라이선스 공지
http://opensource.samsung.com/opensource/PortableSSD/se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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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설명서의 각 단원에 나오는 지침 및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두 읽어 주십시오.

중요 정보 백업
어떤 컴퓨터도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Samsung은 어떤 상황에서도 X5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Samsung은 X5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또는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스트레스 및/또는 신체적 및/또는 금전적 피해나 손실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부인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항상 백업하도록 하십시오.

사용자 비밀번호 안전 보호
X5는 고급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릴 경우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기록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십시오. 사용자의
부주의로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Samsung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공장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기를 공장 초기화하면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손실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십시오.

인증 기기 연결 및 안전 표준 준수
이 제품은 안전 표준에 따라 전력 소비 제한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인터페이스 포트와 기기를 사용하십시오.

충격, 진동 주의
제품에 오작동이나 데이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큰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벨을 분리, 훼손 또는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분해하거나, 제품의 스티커 또는 라벨을 훼손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제품을
분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라벨을 제거한 경우 모든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제품을 수리하려면
Samsung 서비스 센터나 Samsung에서 지정한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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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액세서리 사용
반드시 Samsung에서 인증한 정품 부품과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Samsung은 정품이 아닌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용자 데이터 손실이나 제품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에서 사용
적절한 환경에서 제품 사용 권장 온도 범위 5°C - 35°C 및 습도 범위 10 - 80%.

과도한 힘을 주어 케이블을 빼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힘을 주어 케이블을 당기거나 빼지 마십시오. 연결이 불안정해지거나 커넥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및 업데이트 시행
다음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X5를 연결할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운영 체제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X5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는 파일을 열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제품 청소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해서 제품을 닦으십시오. 물, 화학약품, 세제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제품 외장이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화재 또는 감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 반려동물 접근 금지
작은 부품으로 인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 반려동물이 본
제품이나 부품을 입에 넣는 일이 없도록 본 제품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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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및 인증
제품 사양
Samsung Portable SSD X5
인터페이스

Thunderbolt™ 3(40 Gbps)

호환성

H/W)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s PC
(하위 호환 불가/USB만 지원하는 PC에서는 작동 불가)
OS) macOS Sierra(10.12) 또는 그 이상) / Windows 10 64비트 RS 2 또는 그 이상)
용량

500GB/1TB/2TB 7)

크기

119 x 62 x 19.7 mm (4.7 x 2.4 x 0.8 in)

중량

150 그램(5.3 온스) 8)

연속 읽기

최대 2,800 MB/초 9)

연속 쓰기

최대 2,300 MB/초9)
(500GB: 최대 2,100 MB/초)

암호화

AES 256 비트 하드웨어 암호화

보안

비밀번호 보호(선택 사항)

하드웨어 정보

성능

보안

7)

7F

8F

작동

0°C에서 60°C

비작동

-40°C에서 85°C

습도

비작동

65°C, 95%

충격

비작동

1,500G, 지속시간: 0.5ms, 축 3

진동

비작동

10~2,000Hz, 20G

온도
안정성

6F

인증

CE, BSMI, KC, VCCI, C-tick, FCC, IC, UL, TUV, CB

RoHS 준수

RoHS 2

보증

3년 제한 보증

1GB=1,000,000,000바이트, 1TB=1,000,000,000,000바이트.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다른 측정 표준을 사용할
경우 용량이 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8)

제품의 정확한 무게는 용량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9)

데이터 최대 전송 속도는 포함된 Thunderbolt™ 3 케이블을 사용한 Samsung 내부 테스트 표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성능은 호스트 구성, 케이블, 사용자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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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전기 및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
제품이나 포장지에 이 표시가 있으면 해당 제품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함께
버릴 수 없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폐기물이 전기 및 전자
장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된 수거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폐기물
장비를 처리할 때 이를 별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이로운 방식으로 장비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장비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을 어디에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역 시청, 가정용 폐기물 처리 서비스 업체 또는 제품을
구매한 대리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준수 정책
이 Class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간섭 유발
장치 규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진술서
규정 준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장비는 FCC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Class B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테스트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환경에서의 장비 사용 시 유해 전자파를 적절히
방지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치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하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라디오 통신에 유해한 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환경에서 전자파 장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치를 켜거나 끌 때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무선 간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러한 간섭을 방지해야
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조정 또는 재배치
– 장치와 수신기 간격 확대
– 수신기와 장비를 각각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
–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나 판매처에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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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2) 작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떤 간섭이 수신되더라도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실내 사용만 가능
FCC 주의사항: 규정 준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 경우 이 장비에 대한 사용자의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CE 인증을 위한 제조업체 선언(T)
이 제품은 Directive 2014/30/EU, 2014/35/EU and 2011/65/EU 지침의
필수 요건과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실내 사용만 가능.

Samsung Electronics
블랙부쉬 비즈니스파크(Blackbushe Business Park), 야틀리(Yateley), GU46
6GG. 영국

KC(Korea Certification)
식별부호: 하기 참조
상호명: 삼성전자㈜
제조자/제조국가: 삼성전자㈜ /한국
제조연월: 별도표기
모델명: 하기 참조
정격: 하기 참조
제조 업체명: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모델명

정격

식별부호

MU-PB500B

5V

2.5A

MU-PB1T0B

5V

2.5A

MU-PB2T0B

5V

2.5A

R-REM-SEC-MU-PB2T0B

※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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