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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 휴대용 SSD 시장 진입 공식 발표  

Crucial® X8 휴대용 SSD, 최고의 성능과 놀라운 가치 

 

기술 사양: 

● 최대 1,050MB/s 의 경이적인 읽기 속도1 

● USB 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게이밍 콘솔 등 광범위한 기기와 호환 가능 

● 양극 산화된 알루미늄 유니바디 코어로 세련된 디자인 구현 

● 최대 2.3m(7.5ft)2 낙하 내성, 극온 내성, 충격 내성, 진동 내성  

● 3 년 제한 보증 지원 
 

 
2019년 10월 24일 — MICRON 인사이트 — Micron 의 세계적인 메모리 및 스토리지 브랜드인 

Cruitical 은 오늘 새로운 Cruitical® X8 휴대용 SSD 를 발표했다. 이번 제품 라인을 확장함에 

따라, Crucial 은 고성능 SSD 제품군에 흥미로운 제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Micron 의 소비자 제품 그룹 부사장 총괄 책임자인 테레사 켈리(Teresa Kelley)는 “오늘날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한다”라며, “더 빠른 컴퓨터, 

급속도로 널리 퍼진 사진 공유, 대용량 게임 등이 등장함에 따라 스토리지 솔루션도 속도와 

신뢰성을 강화해 이런 트렌드에 부합해야 한다. Crucial X8 은 고객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Micron 의 최고 품질과 통합 생산공정을 활용하여 탄생한 제품”이라고 

전했다.  
 

Crucial X8 은 견고한 일체형 코어를 적용했고, 유려한 외관의 케이스에 놀라운 성능까지 담았다.  

최대 1,050MB/s 의 읽기 속도를 구현한 드라이브로, 동일한 가격대의 유사 휴대용 SSD 에 비해 

1.8 배 더 빠르며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에 비해 무려 7.5 배나 빠르다.  
 

                                                           
1 Crystal Disk Mark(x64 용 버전 6.0.2)를 장착한 고성능 데스크톱에서 Crucial 이 측정한 MB/s 속도로, 장치의 

최대 순차 속도. 속도는 다를 수 있음. 2019 년 6 월 기준으로 동일 업종간 통합된 제조업체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유사한 수준의 휴대용 SSD, 주요 휴대용 HDD, 주요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최대 순차 성능으로 측정한 

상대적인 속도. 

 
2 최대 2.3m(7.5ft) 높이에서 카페트가 깔린 바닥에 떨어뜨려도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충격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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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 는 PC, Mac, PS4, XBOX One, iPad Pro, Chromebook 및 USB 3.2 Gen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일부 Android 장치 등 다양한 장치와 호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폭넓은 호환성에 더해 

Crucial X8 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 사진, 동영상, 문서를 저장하거나 음악 및 동영상 컬렉션을 정리 및 편집하는 소비자를 

위한 빠른 전송 시간과 높은 성능 

● 인터넷 연결이 없는 곳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하려는 여행자를 위한 다기능성 

● 전체 게임 라이브러리에 신속하게 액세스하고자 하는 게이머를 위한 간편한 추가 

스토리지 
 

켈리 부사장은 “모든 Crucial SSD 는 Micron NAND 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혁신적인 플래시 

메모리로, 신뢰받는 업계 선두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족과의 

추억을 간직하든, 게임 스토리지를 확장하든, 또는 업무 흐름을 가속화하든 목적과 상관없이 

X8 을 사용한다면 속도, 견고함, 및 보안의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Crucial SSD 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래시 스토리지 제조업체 중 하나인 Micron 의 브랜드로, 

동일한 Micron 품질과 엔지니어링 혁신을 위해 40 년 이상 축적된 세계 최첨단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로 설계되고 제작되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Crucial SSD 는 시장에 나오기 전 

수천 시간 동안 Micron 의 사전 출시 검증 절차를 밟고 광범위한 SSD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Crucial X8 은 최대 7.5ft(2.3m) 높이의 낙하 충격을 견디고, 3 년 제한 보증을 지원하며 

crucial.com 과 일부 글로벌 제휴사를 통해 최대 1TB 의 용량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정보는 

crucial.com/X8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당사를 팔로우하십시오!   
Facebook: www.facebook.com/crucialmemory  

Twitter: www.twitter.com/crucialmemory  

YouTube: www.youtube.com/crucialmemory 

 

Crucial 소개 

Crucial 은 Micron Technology, Inc.의 글로벌 브랜드로, Crucial 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와 메모리(DRAM) 업그레이드는 150,000 가지 이상의 신제품 및 기존 

데스크톱, 노트북, 단말기, 서버와 호환됩니다. 전 세계 주요 소매점, 온라인 소매점, 전문 

리셀러, 시스템 통합업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Crucial 제품은 시스템 성능과 사용자 

생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crucial.com 에서 확인하십시오. 
 

Micron Technology, Inc. 소개 

 

당사는 혁신적인 메모리 및 스토리지 솔루션 업계의 리더입니다. DRAM, NAND, 3D XPoint™ 

메모리, NOR 를 비롯하여 다양한 고성능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 제품군이 Micron 

Technology 의 글로벌 브랜드인 Micron®, Crucial®, Ballistix®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전 

세계의 정보 이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icron 메모리 및 스토리지 솔루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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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 이상의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바일, 데이터 센터, 클라이언트, 소비재, 산업, 그래픽, 

자동차 및 네트워킹과 같은 주요 시장 부문에서 인공지능, 5G, 기계학습 및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트렌드를 지원합니다. 현재 당사의 보통주가 나스닥에서 거래 

중입니다(거래 심볼: MU). Micron Technology, Inc.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micron.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Micron Technology, Inc. All rights reserved. 정보, 제품 및/또는 사양은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rucial 및 Micron Technology, Inc.는 인쇄된 정보나 사진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Micron, Micron 로고, Crucial 및 Crucial 로고는 Micron Technology,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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