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스
USB 플래시 드라이브

8GB
Eject 에디션 2.0

FM08FD60B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편리한 사용 !

신속한 파일 교환 !
필립스 USB 플래시 드라이브 Eject 2.0 에디션은 필립스 분리 기능이 있어 빠른 
읽기 / 쓰기 속도를 제공하며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

나를 위한 디자인

• 다채로운 색상의 트렌디한 USB 스틱

• 열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인 포장

• 쉽고 편리한 분리 기능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 파일 복사 시 작업 표시기 점등

성능 및 저장 능력

• 고속 USB 2.0 을 이용한 빠른 데이터 전송

• 큰 데이터 파일을 위한 8GB 저장 용량



 

다채로운 색상의 트렌디한 디자인
카나리 옐로우 , 젤리핑크 , 울트라 바이올렛 퍼플
, 압생트 그린 , 일렉트릭 블루 , 선라이즈 오렌지
의 트렌디한 색상은 매일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 
및 공유를 즐겁게 하며 또한 제품 사용의 재미를 
한층 높여 줍니다 .

열기 쉬운 포장
포장에 절취선이 표시되어 있어 번거로움 없이 
포장을 열고 바로 USB 스틱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고속 데이터 전송
고속 데이터 전송은 컴퓨터 하드 디스크로 대용
량 파일을 복사할 때 또는 하드 디스크에서 대용
량 파일을 복사할 때 대기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 
줍니다 .

작업 표시기
드라이브가 제대로 연결되고 작동할 경우 LED 표
시기가 점등되며 , 메모리의 파일 복사 작업 시에
는 깜박임이 더 빨라집니다 .

간편한 분리 기능
이제는 캡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 제품에 
캡이 아닌 USB 커넥터가 통합되어 숨겨져 있습니
다 . USB 를 사용하려면 색상 버튼을 눌러 USB 커
넥터가 보이면 스틱을 꽂아 실행하기만 하면 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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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매체
• 내장형 메모리 용량 : 8 GB

연결성
• USB: 고속 USB 2.0

시스템 사양
• PC OS: Windows ®  Vista, XP, 2000, ME, 98SE, 

Mac OS 9.0 이상 , Linux 2.4.0 이상

기타
• 보증 :: 2 년
•

사양

USB 플래시 드라이브
8GB Eject 에디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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