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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작은 휴대용 디자인 자주 사용하는 장치와 호환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는 미래
저장 매체가 선보이는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
손가락 끝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Crucial® X6 휴대용 SSD를 사용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장소로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사진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와 협업을 해야 하거나, 거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떠나게 되어도 저장 용량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는 Crucial X6와 함께 무엇이든지 바로 시작해보세요.

CRUCIAL X6
휴대용 SSD 



HDD의 역량을 넘어서는 SSD.
가장 일반적인 기존의 HDD보다 3.8배 빠른² 속도를 자랑하는 Crucial® X6는 파일 로딩 및 전송 시간이 
빨라 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리고 고장이 잦은 하드 드라이브와 긴 로딩 시간은 
잊어버리세요.

소형 드라이브. 대용량.
최대 4TB 용량¹으로 디지털 라이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진 라이브러리, 
파일, 게임 및 영화 컬렉션을 이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Crucial X6의 무게는 42g이 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 키보다도 가볍습니다.

신뢰성과 내구성하면, 바로 Crucial.
Crucial X6는 2m(6.5ft)의 높이에서 낙하 충격을 견디는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³ 내충격성, 내진성 및 
극온 내성이 뛰어나 어디를 가든 중요한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완벽한 호환성.
X6 휴대용 SSD는 거의 모든 운영 체제*와 호환되는 스토리지 장치로, PC, Mac, PS4™, Xbox One, 
Android 장치6와 작동합니다. USB-C는 상자에서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icron® 품질 - 높은 수준의 신뢰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것들을 재정의합니다. Crucial은 Micron과의 고유한 통합 방식을 통해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메모리와 스토리지 구성 요소를 설계, 테스트 및 개선합니다.

1.  스토리지 용량 중 일부는 포맷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며 데이터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GB는 10억 바이트와 같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일부 종류의 용량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Crystal Disk Mark(x64용 버전 6.0.2)를 장착한 고성능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Crucial이 측정한 MB/s 속도로 , 장치의 최대 순차 속도 .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음. 2019
년 6월 기준으로 동일 업종간 통합된 제조업체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유사한 수준의 휴대용 SSD, 메인스트림 휴대용 HDD, 메인스트림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최대 순차 성능으로서 측정한 상대적인 속도 .

3. 최대 2m(6.5ft) 높이에서 카펫이 깔린 바닥에 떨어뜨려도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Windows Backup, BitLocker, Apple Time Machine 및 FileVault와 같은 도구로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백업.
5. 보증은 공인 리셀러에게 구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6. 호환성은 장치 형식과 확장 설치 용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USB-C 포트가 있는 iPad Pro 장치에 Crucial X6를 사용하려면 iPadOS 13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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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X6 휴대용 SSD

용량¹ 부품 번호 박스 내용물 순차 읽기²

4TB CT4000X6SSD9

Crucial X6 휴대용 SSD
USB 3.2 Gen-2 Type-C to Type-C USB 케이블(10Gb/s),  

빠른 시작 가이드

최대 800MB/s2TB CT2000X6SSD9

1TB CT1000X6SSD9

500GB CT500X6SSD9 최대 540MB/s

호환: 
• Windows
• MacOS
• Android
• iPad Pro7

• PS4* 
• XBOX One* 

인터페이스 
• USB 3.1 Gen-2 Type-C 

(10Gb/s)
• USB 3.2 Gen-1/USB 3.1 

Gen-1/USB 3.0(5Gb/s)과 
역호환 가능 

규정 준수
Crucial은 영업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판매 
규정을 준수합니다

규정 마크: CE, KCC, RCM, 
UL, WEEE, RoHS, BSMI

지원
추가 자원 및 보증 정보는  
crucial.com/suppor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
최대 800MB/s²

소형
11mm L x 69mm W  

x 64mm H

내구성
낙하 훼손 방지³ 최대

2m/6.5ft

경량
40g 미만

용량
4TB, 2TB, 1TB, 500GB²

보증
3년 제한5

OS
Windows, MacOS, Android

장치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콘솔 및 기타6

*USB-A 어댑터는 별도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