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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향상 및 모바일 백업.
Kingston의 MobileLite® Wireless G3는 최대 2A 출력 충전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빠르게 충전하며, 완충된 MLWG31 로 휴대폰을
최대 2회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5,4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USB 드라이브 또는 SD 카드2의 콘텐츠에 무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obileLite® Wireless Pro는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로 64GB3
의 내장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6,700mAh 배터리로 최대
2.5회 충전도 가능합니다. 두 드라이브 모두 일본산 고급 베터리 셀을
갖추고 있어, 경쟁업체의 제품보다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무선으로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SD 카드에
액세스해 저장 공간을 늘리고, 중요한 사진, 비디오, 연락처 및 일정
항목의 백업 사본을 만들어 파일을 새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백업 서비스에 월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MLWG3 및 MLW Pro는 SD 카드 슬롯과 USB 포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microSD - SD 카드 어댑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MLWG3 및 MLW Pro는 Android, Amazon 및 iOS 장치와 호환됩니다.

> 배터리 백업
> 모바일 장치를 쉽게 백업
> 스마트폰에서 무선으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SD 카드에 액세스
> MobileLite Wireless Pro는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를 통해 확장 가능한 64GB1의
내장형 스토리지를 추가합니다.

제품 기능/사양은 뒷면 참조 >>

MobileLite Wireless G3
MobileLite Wireless Pro

특징/이점
> 배터리 백업 — 최대 2.5회 빠르고 쉽게 스마트폰을
충전하십시오1. MLWG3는 5,4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MLW Pro는 6,700mAh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필요할 때
휴대폰과 태블릿을 충전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 쉬운 모바일 백업 — 중요한 사진, 비디오, 연락처 등을
저장하십시오. MobileLite 앱은 원터치 백업 옵션을 제공합니다.
> 스토리지 추가 — MLWG3는 스마트폰에서 USB 드라이브
및 SD 카드의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하도록 해줍니다.
MLW Pro는 64GB3의 내장형 스토리지를 추가합니다.
> 2년 보증, 무료 기술 지원 — MLWG3와 MLW Pro의 2년 보증
및 무료 기술지원은 Kingston 제품의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호환성 차트
환 가능 모바일 장치8

규격

iPad 2/3세대/4세대/Air/Air 2/Pro 9.7” & 12.9”

> MobileLite Wireless Pro만 해당 – 스토리지 포함4 64GB

iPad Mini/Mini 2/Mini 3/Mini 4

> 스토리지 입력 USB 및 SD – SD, SDHC, SDXC 및 microSD/
microSDHC/microSDXC 읽기(포함된 어댑터 사용)

iPad Touch 5세대/6세대

>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 FAT, FAT32, NTFS, exFAT

iPhone 4S/5/5S/6/6+/6S/6S+/7/7+

> 크기 115mm x 80mm x 24mm

Fire, Fire HD (4.6+)

> 중량

MLWG3: 192g
MLW Pro: 194g

>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4GHz 802.11b/g/n 및 5GHz 802.11ac

Android (4.2+, 7.0 포함)

> WLAN 이더넷 포트 액세스 지점으로서 기능

부품 번호

> 충전식 배터리
MLWG3: 최대 11시간 연속 사용; 3.8V 2.0A 최대 출력의 리튬
이온 5,400mAh 배터리 내장
MLW Pro: 최대 12시간 연속 사용; 3.8V 2.0A 최대 출력의 리튬
이온 6,700mAh 배터리 내장

MobileLite Wireless G3

> 로컬 스토리지5 무선으로 MobileLite 앱과 MobileLite 무선
하드웨어로/에서 파일 전송
> 카메라 롤 지원5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 모바일 장치에서
MobileLite Wireless를 사용하여 사진과 비디오 이동이
가능합니다.
> 케이블 USB - micro USB 케이블 포함
> 작동 온도 0°C to 35°C

MLWG3
MLWG3ER (EMEA & Eastern Europe)
MLWG3FR (Asia)
MobileLite Wireless Pro
MLWG3/64
MLWG3/64ER (EMEA & Eastern Europe)
MLWG3/64FR (Asia)

> 보관 온도 0°C to 45°C
> 보증 2년 보증, 무료 기술 지원
> 사용자 지정 가능 장치 이름 (SSID) 여러 APN/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선택 가능한 Wi-Fi 우선순위 목록
> 파일 지원6 MobileLite Wireless는 어떤 파일 유형이든지
보관 가능. 재생 및 보기는 모바일 장치에서 지원하는
파일을 기준으로 함
> 일반 파일 형식 지원6
• 오디오: MP3, WAV
• 비디오7 m4V, mp4(H.264 비디오 코덱)
• 이미지: jpg, tif
• 문서: pdf

1 완전히 충전된 MLWG3 & MLWG3/64를 사용한 iPhone 6의 내부 테스트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사용자의 사용량과 애플리케이션 기
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2 스토리지 미포함. 사용자는 호환 가능 스토리지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플래시 저장 장치의 상기 용량 일부는 포맷팅이나 기타 기능에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저장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제품에 표시된 것보다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ingston.com/flashguide에서 Kingston의 플래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SD 카드 미포함.
5 MobileLite 앱 필요.
6 지원 파일 전체 목록은 해당 모바일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7 Android 및 Kindle Fire의 경우, 비디오 지원이 2GB로 제한됩니다.
8 MobileLite 앱 지원은 iOS 8+ & 10+, Android 4.2+( (7.0 포함) 및 Fire/Fire HD 4.6+ 을
실행하는 장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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