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ucial.com/BX500성능 향상 간편한
설치를 위한 도구

3년 제한 
보증1

왜 휴대전화가 컴퓨터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걸까요? 휴대전화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Crucial® BX500 SSD로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속도를 더해보세요. 비용 부담 없이 가장 쉽게 새 
컴퓨터의 최대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가격대에 신뢰할 수 있는 스토리지.
SSD 속도로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세요.

CRUCIAL BX500 SSD



1. 보증은 구입일로부터 3년간 또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제품의 SMART 데이터에서 측정된 최대 총 쓰기 가능 용량(TBW)에 도달하기 전 중에 빠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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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기열 깊이가 32이고 쓰기 캐시가 활성화된 CrystalDiskMark®로 측정된 일반적인 I/O 성능 수치. 신제품(FOB, Fresh out-of-box)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SSD는 성능 측정 목적을 위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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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BX500 SATA 6Gb/s 2.5인치 SSD

용량2 부품 번호 순차 읽기3 순차 쓰기3 박스 내용물

2TB CT2000BX500SSD1
540MB/s

500MB/s
2.5인치 7mm SSD SATA 6Gb/s,
Crucial®용 Acronis® True Image™  
복제 소프트웨어 및 설치 가이드

1TB CT1000BX500SSD1

500GB CT500BX500SSD1 550MB/s

480GB CT480BX500SSD1
540MB/s

240GB CT240BX500SSD1

기대 수명(MTTF) 
150만 시간

내구성1 
2000GB 드라이브: 720TB 총 
쓰기 가능 용량(TBW), 5년 
동안 390GB/일과 동일

1000GB 드라이브: 360TB 총 
쓰기 가능 용량(TBW), 5년 
동안 195GB/일과 동일

500GB 드라이브: 120TB 총 
쓰기 가능 용량(TBW), 5년 
동안 65GB/일과 동일 

480GB 드라이브: 120TB 총 
쓰기 가능 용량(TBW), 5년 
동안 65GB/일과 동일 

240GB 드라이브: 80TB 총 
쓰기 가능 용량(TBW), 5년 
동안 43GB/일과 동일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
Crucial® 복제 소프트웨어용  
Acronis® True Image™

작동 온도 
0°C~70°C

펌웨어 
사용자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펌웨어

준수 
FCC, UL, TUV, KCC, BSMI, 
VCCI, CE, WEEE, ROHS, 
EPEAT, 무할로겐, SATA-IO, 
ICES

고급 기능
•	 다단계 데이터 무결성 

알고리즘
•	 열 모니터링
• SLC 쓰기 가속
•	 능동형 가비지 수집
• TRIM 지원
•	 자체 모니터링 및 보고  

기술(SMART)

•	 오류 수정 코드(ECC)

보증 
3년 제한 보증

설치 
따라하기 쉬운 안내  
및 단계별 가이드는  
crucial.com/ssd-instal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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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향상 
더 빠른 부팅, 더 빠른 파일 로딩 시간으로 어떠한 컴퓨팅 요구사항이라도 충족 가능하도록 시스템 
반응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간편한 설치를 위한 도구
간단한 지침, 복제 소프트웨어 및 사용법 동영상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Crucial SSD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고객 도움말 및 지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를 통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문 상태 업데이트, FAQ, 사용 
방법 안내,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Crucial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라이브 
채팅이나 전화로 고객 서비스 상담사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3년 제한 보증1

수천 시간의 인증, 수십 가지의 품질 시험을 거치고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SSD를 3년 제한 보증으로 
제공합니다.

Micron® 품질 - 높은 수준의 신뢰성
Crucial 제품은 세계 최대 플래시 스토리지 제조업체 중 하나인 Micron의 브랜드로,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급 품질과 엔지니어링 혁신을 기반으로 40년간 축적된 세계 최첨단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