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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은 대기 시간, 더 많은 게임 플레이
HyperX® Savage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파일 전송 시간 절약을
위해 최대 350MB/s1의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어떠한 성능 지연도
없이 드라이브로부터의 빠른 접속, 편집,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최대 512GB2의 용량은 영화, 고해상도의 이미지, 음악
등과 같은 대용량 디지털 파일에 적합한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USB 3.1 포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USB 3.1 Gen 1 사양과 호환되며 또한 이전 사양인 USB 3.0 및 USB
2.0과도 호환됩니다. HyperX Savage는 블랙의 세련된 케이스와
레드칼라의 HyperX 로고가 깔끔하게 어우러진 멋진
외형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 플랫폼과 PS4™, PS3™, Xbox One™, Xbox 360®을 포함하는
게임 콘솔3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매우 빠른 전송 속도
> 대용량
> USB 3.1 Gen 1(USB 3.0) 기능
> 세련된 디자인
> 다중-플랫폼 호환성

특징/사양 >>

HyperX Savage USB 드라이브
특징/장점
>>매우 빠른 전송 속도 — HyperX Savage는 시간 절약과 성능 지연
없는 빠른 파일 접속을 위해 읽기 350MB/s, 쓰기 250MB/s1의
(64GB 모델은 읽기 350MB/s, 쓰기 180MB/s) 매우 빠른 전송
속도를 구현합니다. 최대 512GB2의 용량은 영화, 고해상도의
이미지, 음악, 게임 등과 같은 대용량 디지털 파일에 대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USB 3.1 젠 1 기능 — HyperX Savage는 최신형 노트북과
데스크톱에서 USB 3.0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USB 3.1 Gen 1
기능과 호환됩니다
>>견고한 디자인 — 이 스타일리시한 드라이브는 최신 PC와
콘솔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의
세련된 케이스에 레드칼라의 금속 재질 HyperX 로고로 더욱
멋을 내었습니다
>>멀티 플랫폼 호환성 — 이 다목적 드라이브를 데스크톱,
노트북 및 PS4™, PS3™, Xbox One™, Xbox 360® 등의 게임 콘솔3을
포함하는 다중 플랫폼에 사용하십시오. 슬림한 디자인은 소형
콘솔의 USB 포트에 적합하며 콘솔 사용자들이 프로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양

호환 표
운영 체제

USB 3.1/3.0/2.0

Windows® 10, 8.1, 8,
7 (SP1)

√

Mac OS X v.10.9.x+

√

Linux v.2.6.x +

√

Chrome OS™

√

>>용량2 64GB, 128GB, 256GB, 512GB
>>속도1 USB 3.1 젠 1(USB 3.0)
읽기 350MB/s, 쓰기 250MB/s(128GB–256GB)
USB 3.1 젠 1(USB 3.0)
읽기 350MB/s, 쓰기 180MB/s(64GB)

제품 번호

>>크기 76.3mm x 23.48mm x 12.17mm

HXS3/256GB

>>작동 온도 0°C ~ 60°C

HXS3/512GB

HXS3/64GB
HXS3/128GB

>>보관 온도 -20°C ~ 85°C
>>이전 사양 호환 USB 3.0과 USB 2.0의
>>5년의 보증기간 무상 기술 지원을 포함한

1 속도는 호스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플래시 저장 장치에 대해 명시된 용량의 일부는 포맷 및 다른 기능에 사용되어 데이터 저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실제 용량은 제품에 명시된 것보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kingston.com/flashguide의 킹스톤 플래시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콘솔 제조사의 본 기능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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