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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從電腦拔除 USB 傳輸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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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mperature of this unit

While using this unit, the main body of this unit becomes hot. This is not
a malfunction. Depending on the operating status, their temperature may
rise to 40 °C or higher. Touching them for a long time in this condition may
cause a low temperature burn.

Supplied software (HD-SL model only)

1. Backup Manager 2: Hybrid automatic backup by using

External Hard Drive

Cloud storage and External Hard Drive

2. Data Transfer Accelerator: Approx. 2 times faster data

Operating Instructions /
/ Kullanma kılavuzu /

transfer to the External Hard Drive
3. Password Protection Manager: Safeguard your
important documents with password protection
encryption.
4. FAT32 formatter: External Drive formatter for using
with PS3

/

*Fo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document in External Hard Drive.
(Software Download.html)
ˎˎIf you create a password protected area with password protection
software, this unit cannot be used with equipment other than the
computer.
ˎˎThe effect of the speed-up software differs according to conditions (size
or number of files transferred, computer specifications, etc.).

4572287040

Disconnecting this Unit from the
Computer

In this section, we describe the procedure for disconnecting this unit from
the computer while the computer is switched on.

商標
ˎˎPlayStation 為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的註冊商標。
PS3 為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的商標。
ˎˎMicrosoft 及 Windows 均為美國 Microsoft Corporation 於美國
及/或其他國家的註冊商標或商標。
ˎˎMac OS 為 Apple Inc. 於美國及其他國家的註冊商標。
在操作手冊中使用的其他系統名稱及產品名稱，均為各開發公司的商
標誌。
標或註冊商標。這些操作說明不會顯示  及

®

支援網站
有關本產品的詳細資訊，請造訪下列支援網站。
http://www.sony.net/hdd/
僅適用於台灣
委製廠商： Sony Corporation
進 口 商： 台灣索尼股份有限公司
地
址： 台北市長春路145號5樓
洽詢專線： 4499111
產品容量如包裝所示。
實際可用容量將因後述原因而比標示者少：（i）因記憶媒體製造
商和電腦計算容量的方式不同，或/及（ii）必要的格式化，或/及
（iii）個別產品功能需佔用部分容量。
警語: 請勿拆解
為避免造成環境污染，請將廢棄產品按照當地法規進行處置。

設備名稱：外接式硬碟，
型號（型式）：HD-B1, HD-SL1, HD-SL2

Windows users

1 Click

in the notification area at the bottom right of
the desktop.

The devices currently connected to the computer appear on the screen.

HD-B1/HD-SL1/HD-SL2
© 2016 Sony Corporation Printed in China

2 Click on this unit.
3 Wait until the message “Safe to Remove Hardware”
appears, and disconnect the USB cable from the
computer.

Mac OS users

1 Drag and drop this unit’s icon on the desktop into
2



[Trash].
Disconnect the USB cable from the computer.

Trademarks

2

1

ˎˎPlayStation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PS3 is a trademark of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ˎˎMicrosoft and Windows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the United States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ˎˎMac 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pple In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All other system names and product names mentioned in these operating
instructions are th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development companies. These operating instructions do not show the
marks and “ ”.

™

®

Support Website

For more details on this unit, visit the following support site.
http://www.sony.net/hdd/

Data recording device
WARNING

To reduce fire or shock hazard, do not expose the unit to rain or moisture.
Disposal of Old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Applicable in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separate collection
systems)
This symbol on the product or on its packaging indicates
that this product shall not be treated as household
waste. Instead it shall be handed over to the applicable
collection point for the recycl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By ensuring this product is
disposed of correctly, you will help prevent potential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which could
otherwise be caused by inappropriate waste handling of this product. The
recycling of materials will help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recycling of this product, please contact your
local Civic Office, your household waste disposal service or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the product.
This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by or on behalf of Sony Corporation.
EU Importer: Sony Europe Limited.
Inquiries to the EU Importer or related to product compliance in Europe
should be sent to the manufacturer’s authorized representative, Sony
Belgium, bijkantoor van Sony Europe Limited, Da Vincilaan 7-D1, 1935
Zaventem, Belgium.

Read this first

ˎˎSee illustration  for the connection method.
ˎˎWhen using this unit with audio-visual equipment, also refer to the
operating instructions of the audio-visual equipment.
[HD-B/HD-SL model]
This unit is initialized in NTFS format.
[HD-SL model]
ˎˎTo use this unit with audio-visual equipment or with a computer
in combination with audio-visual equipment, initialize this
unit beforehand with your audio-visual equipment or with the
supplied “FAT32 Formatter” software on a computer.
ˎˎTo use this unit with a PS3™ (PlayStation® 3) system, initialize
this unit beforehand with the supplied “FAT32 Formatter”
software on a computer. (For details, refer to the operating
instructions of your PS3™ system.)
ˎˎTo record from audio-visual equipment to this unit, you may
need to initialize or register this unit with your audio-visual
equipment. Doing so will reformat the unit into the audio-visual
equipment’s format so you may not be able to use this unit with
a computer or other audio-visual equipment.

Caution

Initializing or registering this unit will delete ALL data stored
on it.

Software (HD-SL model only)

ˎˎThis software is for Windows users.
ˎˎYou need administrative privileges to install the software.

Notes on Use

This unit is a precision instrument. Saved data may be lost due to sudden
failure. As a precaution against possible failure, periodically save the data
in this unit elsewhere. Sony will not repair, restore or replicate recorded
contents under any circumstances.
Furthermore, Sony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or loss of
recorded data for any cause.
ˎˎNote the following when using other USB devices while connecting this
unit to equipment.
ˋˋThe transfer speed of this unit may become slower.
ˋˋYou may be unable to use this unit if it is connected to equipment via
a USB hub. If this happens, reconnect this unit directly to the USB
port of the equipment.
ˎˎDo not connect a wrong USB cable to this unit, which may damage the
socket.
ˎˎDo not remove this unit from the equipment while writing, reading or
deleting data. Do not strike, bend, drop, wet, or apply excessive force to
this unit. Doing so may damage the data.
ˎˎIf this unit is still connected to the computer in the following situations,
the computer may not operate correctly.
ˋˋWhen you start or restart the computer.
ˋˋWhen the computer enters sleep or hibernation, or returns from
either.
Disconnect this unit from the computer before doing these operations.
ˎˎOur product warranty is limited only to the External Hard Drive itself,
when used normally in accordance with these operating instructions and
with the accessories that were included with this unit in the specified or
recommended system environment. Services provided by the Company,
such as user support, are also subject to these restrictions.

Handling this unit

ˎˎThis unit does not have shock-proof, dust-proof, splash-proof or waterproof specifications.
ˎˎDo not use or store this unit in the following locations. Doing so may
cause this unit to malfunction.
ˋˋSomewhere extremely hot, cold or humid
Never leave this unit exposed to high temperature, such as in direct
sunlight, near a heater, or inside a closed car in summer. Doing so
may cause this unit to malfunction or become deformed.
ˋˋLocations at low pressure (3,000 m or more above sea-level or 0.5
atmospheres or less)
ˋˋWhere there is a strong magnetic field or radiation
ˋˋLocations subject to vibration or loud noise, or on an unstable surface
ˋˋIn a badly ventilated place
ˋˋIn a dusty or humi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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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1.〝○〞係指該項限用物質之百分比含量
未超出百分比含量基準值。
備考2.〝―〞係指該項限用物質為排除項目。

資料記錄裝置
警告
為減少發生火災或電擊的危險，請勿讓本機暴露於雨中或受潮。

使用前務必閱讀
ˎˎ使用產品前請仔細閱讀本使用說明書，並請妥善保管
ˎˎ連線方法請參考圖  。
ˎˎ當搭配視聽設備使用本產品時，請同時參考視聽設備的使用說明
書。
[HD-B□/HD-SL□ 機型]
本產品是以 NTFS 格式初始化。
[HD-SL□ 機型]
ˎˎ若您搭配視聽設備使用本產品，或搭配連接至電腦的視聽設備
使用本產品，請事先在您的視聽設備上或使用支援軟體“FAT32
Formatter”，在電腦上將本產品初始化。
ˎˎ當您在 PS3（PlayStation® 3）系統上使用本產品時，請事先
使用支援軟體“FAT32 Formatter”在電腦上將本產品初始化。
（如需詳細資訊，請參考 PS3 系統的使用說明書。）
ˎˎ當使用視聽設備錄製資料至本產品時，您可能需要使用您的視聽
設備來初始化或註冊本產品。這會將本產品重新格式化為視聽設
備的格式，您可能無法搭配電腦或其他視聽設備使用本產品。

注意
初始化或註冊本產品將會刪除所有已儲存的資料。

軟體 (僅適用HD-SL□ 機型)
ˎˎ此軟體適用於 Windows 使用者。
ˎˎ您必須擁有管理權限才能安裝軟體。

使用須知
本產品為精密裝置。突發性的故障可能導致已儲存的資料遺失。為
了預防可能發生的故障，請定期備份本產品的資料。在任何情況
下，Sony 皆不會修復、還原或複製已錄製的內容。
此外，Sony 對於任何記錄資料的損壞或遺失概不負責。
ˎˎ若在本產品與設備連接時使用其他USB裝置，應注意下列事項：
ˋˎ本產品的傳輸速度可能會變慢。
ˋˎ若是透過USB集線器連接至設備，可能無法使用本產品。發生此
情況時，請將本產品重新連接至設備的USB埠。
請勿使用不適當的USB傳輸線連接本產品，否則可能導致插槽受
ˎˎ
損。
ˎˎ當寫入、讀取或刪除資料時，請勿從設備移除本產品。 請勿敲
打、彎曲、摔落、沾濕或對本產品施加重力。否則可能導致資料
損毀。
ˎˎ在下列情況如果本產品仍連接至電腦，電腦可能無法正常運作。
ˋˎ啟動或重新啟動電腦時。
ˋˎ電腦進入睡眠或休眠模式，或從前述模式喚醒時。
在執行上述操作前，請先中斷本產品與電腦的連接。
ˎˎ產品保固僅適用於外接硬碟本身，且須依據所述操作說明並搭配隨
附配件於指定或建議系統環境中正常使用。使用者支援等服務係由
本公司提供，亦受前款規定之限制。

產品處置與儲存
ˎˎ本產品不具備防震、防塵、防濺或防水功能。
ˎˎ請勿在以下場所使用或存放本產品，否則將導致產品故障。
ˋˎ過熱、過冷或潮溼的地方
切勿將本產品放置在高溫的環境中，例如陽光直射處、接近熱源
處或夏日密閉的車內，否則可能導致產品故障或變形。
ˋˎ低壓處（海拔高度 3000 m 以上或 0.5 大氣壓力以下）
ˋˎ具有強烈磁場或輻射的地方
ˋˎ容易發出震動或嘈雜噪音的地方，或不穩固的表面上
ˋˎ通風不良的地方
ˋˎ多灰塵或潮溼的地方

本產品會產生高溫
使用本產品時，本產品的主機會慢慢變熱。這並非故障。根據操作
狀態，溫度可能升至 40℃ 以上。在這種情況下長時間觸碰，可能
造成低溫灼傷。

支援軟體 (僅適用HD-SL□ 機型)

1. Backup Manager 2: 雲端儲存及外接式硬碟二合一的自
動備份軟體

2. Data Transfer Accelerator: 將外接式硬碟數據傳輸速
度提高約兩倍的軟體

3. Password Protection Manager: 用密碼加密防護文件安
全的軟體

4. FAT32 formatter: 搭配 PS3 將外接式碟格式化的軟體
* 詳細的說明，請參考外接式硬碟內的文件。
(Software Download.html)
ˎˎ若是使用密碼保護軟體建立一個密碼保護區，您可能無法在電腦以
外的設備上使用本產品。
ˎˎ加速軟體的效果，會根據各種情況而有差異（傳輸檔案的大小或數
量、電腦規格等）。

中斷本產品與電腦的連線
在本節中，我們將詳述如何在電腦開機時中斷本產品與電腦的連線。

Windows 使用者

1 在桌面右下角的通知區域按一下

。

畫面上會出現目前連接至電腦的裝置。

2 按一下本產品。
3 等待“Safe to Remove Hardware”訊息出現，然後從電
腦拔除 USB 傳輸線。

Mac OS 使用者

1 在桌面上將本產品的圖示拖放至 [垃圾桶]。
2 從電腦拔除 USB 傳輸線。

商標

데이터 저장 장치
경고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치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읽어 주십시오

ˎˎ접속 방법에 관해서는 그림  를 참조하십시오.
ˎˎ본 기기를 시청각 기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시청각 기기의
사용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HD-B□/HD-SL□ 모델]
본 기기는 NTFS 포맷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HD-SL□ 모델]
ˎˎ본 기기를 시청각 기기와 조합해서 시청각 기기 또는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려면 시청각 기기 또는 컴퓨터에 부속된 ＂FAT32
Formatter＂ 소프트웨어로 사전에 본 기기를 초기화 해
주십시오.
ˎˎ본 기기를 PS3™(PlayStation® 3)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려면
컴퓨터에서 부속된 ＂FAT32 Formatter＂ 소프트웨어로
사전에 본 기기를 초기화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PS3™
시스템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ˎˎ시청각 기기로부터 본 기기에 기록할 때에는 시청각 기기로
본 기기를 초기화 또는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기를 시청각 기기의 포맷으로 다시 포맷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시청각 기기와 본 기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본 기기를 초기화 또는 등록하면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소프트웨어 (HD-SL□ 모델만 해당)
ˎˎ본 소프트웨어는 Windows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ˎˎ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상의 주의
본 기기는 정밀 기기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갑작스런 오류로
인해서 유실될 수 있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본 기기내의 데이터를 다른 곳에 주기적으로
저장하십시오. Sony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장된 내용을 수리, 복귀
또는 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Sony는 어떤 이유라도 저장한 데이터의 손상 또는 유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ˎˎ본 기기를 장치에 연결한 동안에 다른 USB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ˋˎ본 기기의 전송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ˋˎUSB 허브를 통해서 장치에 연결된 경우에는 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기기를 장치의
USB 포트에 직접 재접속하십시오.
ˎˎ적합하지 않은 USB 케이블을 본 기기에 연결하면 소켓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ˎˎ데이터의 기록, 읽기 또는 삭제중에는 기기로부터 본 기기를
떼어내지 마십시오. 본 기기를 가격하거나, 구부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적시거나, 과도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ˎˎ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 기기가 여전히 컴퓨터에 연결된
상태라면 컴퓨터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ˋˎ컴퓨터를 기동 또는 재기동하는 경우.
ˋˎ컴퓨터가 슬립 또는 동면으로 되거나, 그런 상태로부터 복귀한
경우.
이들 조작을 하기 전에 컴퓨터로부터 본 기기를 분리하십시오.
ˎˎ당사 제품 보증은 본 사용설명서 및 본 제품에 부속된 액세서리를
지정 또는 권장환경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 본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 지원 등과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들 제한으로 됩니다.

본 기기의 취급
ˎˎ본 기기는 충격 방지, 방진, 물튀김막이 또는 방수 사양이
아닙니다.
ˎˎ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본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ˋˎ과도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습도가 높은 곳
본 기기는 직사광선, 열기구 근처 또는 여름철의 차량내 등과
같이 고온에 노출되는 곳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ˋˎ기압이 낮은 곳(해발 3,000 m 이상 또는 0.5 기압 이하인 곳)
ˋˎ강한 자기장 또는 방사능이 노출되는 곳
ˋˎ진동 또는 큰 소음에 노출되거나 불안정한 곳
ˋˎ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ˋˎ먼지가 많거나 습한 곳

본 기기의 고온
본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본 기기의 본체가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오작동이 아닙니다. 조작 상태에 따라서는 온도가 40 ℃
이상으로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면 저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속 소프트웨어 (HD-SL□ 모델만 해당)

1. Backup Manager 2: 클라우드 저장과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 백업

2. Data Transfer Accelerator: 외장 하드

드라이브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약 2배 빨라짐

3. Password Protection Manager: 패스워드 보호
암호화 기능을 통해 중요한 문서 보호

4. FAT32 formatter: PS3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외장
드라이브 포매터

* 자세한 내용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 설명서를

ﺗﻌﻠﻴﻤﺎت اﻟﺘﺸﻐﻴﻞ ﻫﺬه.

ﺗﺤﺬﻳﺮ

ﺟﻬﺎز ﺗﺴﺠﻴﻞ اﻟﺒﻴﺎﻧﺎت

ﻣﻮﻗﻊ اﻻﻧﺘﺮﻧﺖ ﻟﻠﻤﺴﺎﻋﺪة

ﻟﺘﻘﻠﻴﻞ ﺧﻄﺮ اﻟﺤﺮﻳﻖ أو اﻟﺼﺪﻣﺎت ،ﻻ ﺗﻌﺮض اﻟﻜﺎﻣﻴﺮا ﻟﻠﻤﻄﺮ أو اﻟﺒﻠﻞ.

اﻗﺮأ ﻫﺬا او ًﻻ

 راﺟﻊ اﻟﺸﻜﻞ اﻟﺘﻮﺿﻴﺤﻲ  ﺑﺨﺼﻮص اﺳﻠﻮب اﻟﺘﻮﺻﻴﻞ.
 ﻋﻨﺪ اﺳﺘﺨﺪام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ﻊ ﺟﻬﺎز ﺻﻮت وﻓﻴﺪﻳﻮ ،راﺟﻊ اﻳﻀﺎً ﺗﻌﻠﻴﻤﺎت اﻟﺘﺸﻐﻴﻞ
اﻟﺨﺎﺻﺔ ﺑﺠﻬﺎز اﻟﺼﻮت واﻟﻔﻴﺪﻳﻮ.
]اﻟﻤﻮدﻳﻞ [HD-B/HD-SL
ﺗﻢ ﺗﻤﻬﻴﺪ ﻫﺬه اﻟﻮﺣﺪة ﺑﺼﻴﻐﺔ .NTFS
]اﻟﻤﻮدﻳﻞ [HD-SL
 ﻻﺳﺘﺨﺪام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ﻊ ﺟﻬﺎز ﺻﻮت وﻓﻴﺪﻳﻮ أو ﻣﻊ ﻛﻤﺒﻴﻮﺗﺮ ﻣﻮﺻﻮل ﺑﺠﻬﺎز ﺻﻮت
وﻓﻴﺪﻳﻮ ،ﻗﻢ ﺑﺘﻤﻬﻴﺪ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ﺴﺒﻘﺎً ﺑﻮاﺳﻄﺔ ﺟﻬﺎز اﻟﺼﻮت واﻟﻔﻴﺪﻳﻮ أو ﺑﻮاﺳﻄﺔ
اﻟﺒﺮﻧﺎﻣﺞ اﻟﻤﺮﻓﻖ " "FAT32 Formatterﻋﻠﻰ ﻛﻤﺒﻴﻮﺗﺮ.
 ﻻﺳﺘﺨﺪام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ﻊ ﻧﻈﺎم  ،(PlayStation 3) PS3ﻗﻢ ﺑﺘﻤﻬﻴﺪ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ﺴﺒﻘﺎً ﺑﻮاﺳﻄﺔ اﻟﺒﺮﻧﺎﻣﺞ اﻟﻤﺮﻓﻖ " "FAT32 Formatterﻋﻠﻰ اﻟﻜﻤﺒﻴﻮﺗﺮ.
)ﻟﻠﺘﻔﺎﺻﻴﻞ ،راﺟﻊ ﺗﻌﻠﻴﻤﺎت اﻟﺘﺸﻐﻴﻞ اﻟﺨﺎﺻﺔ ﺑﻨﻈﺎم (.PS3
 ﻋﻨﺪ اﻟﺘﺴﺠﻴﻞ ﻣﻦ ﺟﻬﺎز اﻟﺼﻮت واﻟﻔﻴﺪﻳﻮ إﻟﻰ ﻫﺬه اﻟﻮﺣﺪة ،ﻗﺪ ﺗﺤﺘﺎج إﻟﻰ ﺗﻤﻬﻴﺪ
ﻫﺬه اﻟﻮﺣﺪة أو ﺗﺴﺠﻴﻠﻬﺎ ﺑﻮاﺳﻄﺔ ﺟﻬﺎز اﻟﺼﻮت واﻟﻔﻴﺪﻳﻮ ﻟﺪﻳﻚ .اﻟﻘﻴﺎم ﺑﺬﻟﻚ ﺳﻴﻌﻴﺪ
ﺻﻴﺎﻏﺔ اﻟﻮﺣﺪة إﻟﻰ ﺻﻴﻐﺔ ﺟﻬﺎز اﻟﺼﻮت واﻟﻔﻴﺪﻳﻮ وﺑﺬﻟﻚ ﻗﺪ ﻻ ﺗﺘﻤﻜﻦ ﻣﻦ اﺳﺘﺨﺪام
ﻫﺬه اﻟﻮﺣﺪة ﺑﻮاﺳﻄﺔ ﻛﻤﺒﻴﻮﺗﺮ أو ﺟﻬﺎز ﺻﻮت وﻓﻴﺪﻳﻮ آﺧﺮ.

ﺗﻨﺒﻴﻪ

اﻟﻘﻴﺎم ﺑﺘﻤﻬﻴﺪ أو ﺗﺴﺠﻴ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ﺳﻴﺤﺬف ﺟﻤﻴﻊ اﻟﺒﻴﺎﻧﺎت اﻟﻤﺨﺰﻧﺔ ﻓﻴﻬﺎ.

™ ®

ﻟﻠﻤﺰﻳﺪ ﻣﻦ اﻟﺘﻔﺎﺻﻴﻞ ﺣﻮل ﻫﺬه اﻟﻮﺣﺪة ،ﻗﻢ ﺑﺰﻳﺎرة ﻣﻮﻗﻊ اﻻﻧﺘﺮﻧﺖ اﻟﺘﺎﻟﻲ.
http://www.sony.net/hdd/

이상으로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면 저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속 소프트웨어 (HD-SL□ 모델만 해당

1. Backup Manager 2: 클라우드 저장과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 백업
2. Data Transfer Accelerator: 외장 하드
드라이브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약 2배 빨라짐
3. Password Protection Manager: 패스워드 보호
암호화 기능을 통해 중요한 문서 보호
4. FAT32 formatter: PS3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외장
드라이브 포매터
* 자세한 내용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oftware Download.html
ˎˎ패스워드 보호 소프트웨어로 패스워드 보호된 영역을 작성하면
본 기기는 컴퓨터 이외의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ˎˎ가속 소프트웨어의 효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송되는
파일 크기 또는 수, 컴퓨터 사양 등).

컴퓨터로부터 본 기기 분리하기
이 섹션에서는 컴퓨터의 전원이 켜진 동안 컴퓨터로부터 본 기기를
분리하는 절차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Windows 사용자
를

1 바탕화면 우측 하부의 공지 영역에서
클릭합니다.

현재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2 본 기기를 클릭합니다.
3 ＂Safe to Remove Hardware＂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후, 컴퓨터로부터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Mac OS 사용자

1 바탕화면에 있는 본 기기의 아이콘을 드래그 앤

اﻟﺒﺮﻧﺎﻣﺞ )ﻟﻠﻤﻮدﻳﻞ  HD-SLﻓﻘﻂ(

드롭해서 [휴지통]에 넣습니다.

2 컴퓨터로부터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ﻫﺬا اﻟﺒﺮﻧﺎﻣﺞ ﻟﻤﺴﺘﺨﺪﻣﻲ ﻧﻈﺎم  Windowsﻓﻘﻂ.
 ﺗﺤﺘﺎج اﻟﻰ اﻣﺘﻴﺎزات ادارﻳﺔ ﻟﺘﺮﻛﻴﺐ اﻟﺒﺮﻧﺎﻣﺞ.

상표

ﻣﻼﺣﻈﺎت ﺣﻮل اﻻﺳﺘﻌﻤﺎل

ﻫﺬه اﻟﻮﺣﺪة ﻫﻲ أداة دﻗﻴﻘﺔ .ﻗﺪ ﻳﺘﻢ ﻓﻘﺪان اﻟﺒﻴﺎﻧﺎت اﻟﻤﺤﻔﻮﻇﺔ ﻋﻨﺪ وﻗﻮع ﺧﻠﻞ ﻓﺠﺄة.
ﻟﺬﻟﻚ ،اﺣﻔﻆ اﻟﺒﻴﺎﻧﺎت اﻟﻤﺤﻔﻮﻇﺔ ﻓﻲ ﻫﺬه اﻟﻮﺣﺪة ﻓﻲ ﺟﻬﺎز ﻣﺎ ﺑﺼﻮرة ﻣﻨﺘﻈﻤﺔ .ﻟﻦ ﺗﻘﻮم
ﺷﺮﻛﺔ ﺳﻮﻧﻲ  Sonyﺑﺈﺻﻼح اﻟﺒﻴﺎﻧﺎت اﻟﻤﺴﺠﻠﺔ أو اﺳﺘﻌﺎدﺗﻬﺎ أو ﻧﺴﺨﻬﺎ ﻓﻲ أي ﺣﺎل ﻣﻦ
اﻷﺣﻮال.
ﻋﻼوة ﻋﻠﻰ ذﻟﻚ ،ﺳﻮف ﻟﻦ ﺗﻜﻮن ﺷﺮﻛﺔ ﺳﻮﻧﻲ  Sonyﻣﺴﺆوﻟﺔ ﻋﻦ أﻳﺔ أﺿﺮار أو ﻓﻘﺪان
ﻟﻠﺒﻴﺎﻧﺎت اﻟﺘﻲ ﻗﻤﺖ ﺑﺘﺴﺠﻴﻠﻬﺎ ﺑﺄي ﺳﺒﺐ.
 ﻻﺣﻆ ﻣﺎ ﻳﻠﻲ ﻋﻨﺪ اﺳﺘﺨﺪام أﺟﻬﺰة  USBأﺧﺮى أﺛﻨﺎء ﺗﻮﺻﻴ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إﻟﻰ ﺟﻬﺎز.
 ﻗﺪ ﺗﺼﺒﺢ ﺳﺮﻋﺔ ﻧﻘ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ﻟﻠﺒﻴﺎﻧﺎت أﺑﻄﺄ.
 ﻗﺪ ﻻ ﻳﻤﻜﻦ اﺳﺘﻌﻤﺎل ﻫﺬه اﻟﻮﺣﺪة إذا ﻛﺎﻧﺖ ﻣﻮﺻﻮﻟﺔ إﻟﻰ ﺟﻬﺎز ﻋﺒﺮ ﻣﺤﻮر .USB
إذا ﺣﺪث ذﻟﻚ ،ﻗﻢ ﺑﺈﻋﺎدة ﺗﻮﺻﻴ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إﻟﻰ ﻣﻨﻔﺬ  USBاﻟﻤﻮﺟﻮد ﻋﻠﻰ
اﻟﺠﻬﺎز ﻣﺒﺎﺷﺮة.
 ﻻ ﺗﻘﻢ ﺑﺘﻮﺻﻴﻞ ﻛﺒﻞ  USBﻏﻴﺮ ﻣﻼﺋﻢ إﻟﻰ ﻫﺬه اﻟﻮﺣﺪة ،وإﻻ ﻓﺈﻧﻪ ﻗﺪ ﻳﺆدي إﻟﻰ إﻟﺤﺎق
ﺿﺮر ﺑﺎﻟﻤﻘﺒﺲ.
 ﻻ ﺗﻔﺼ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ﻦ اﻟﺠﻬﺎز أﺛﻨﺎء ﻋﻤﻠﻴﺔ ﻛﺘﺎﺑﺔ أو ﻗﺮاءة أو ﺣﺬف اﻟﺒﻴﺎﻧﺎت .ﻻ ﺗﻌﻤﺪ
إﻟﻰ ﻃﺮق ﻫﺬه اﻟﻮﺣﺪة أو ﺛﻨﻴﻬﺎ أو إﺳﻘﺎﻃﻬﺎ أو ﺗﻌﺮﻳﻀﻬﺎ ﻟﻠﺒﻠﻞ أو ﺗﻌﺮﻳﻀﻬﺎ ﻟﻘﻮة زاﺋﺪة.
اﻟﻘﻴﺎم ﺑﺬﻟﻚ ﻗﺪ ﻳﺘﻠﻒ اﻟﺒﻴﺎﻧﺎت.
 إذا ﻇﻠﺖ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ﻮﺻﻮﻟﺔ ﺑﺎﻟﻜﻤﺒﻴﻮﺗﺮ ﻓﻲ اﻟﺤﺎﻻت اﻟﺘﺎﻟﻴﺔ ،ﻗﺪ ﻻ ﻳﻌﻤﻞ اﻟﻜﻤﺒﻴﻮﺗﺮ
ﺑﺼﻮرة ﺻﺤﻴﺤﺔ.
 ﻋﻨﺪ ﺑﺪء ﺗﺸﻐﻴﻞ اﻟﻜﻤﺒﻴﻮﺗﺮ أو إﻋﺎدة ﺑﺪء ﺗﺸﻐﻴﻠﻪ.
 ﻋﻨﺪﻣﺎ ﻳﺘﺤﻮل اﻟﻜﻤﺒﻴﻮﺗﺮ اﻟﻰ وﺿﻊ اﻟﺴﻜﻮن أو ﻋﻨﺪ اﻟﺨﺮوج ﻣﻨﻪ.
اﻓﺼ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ﻋﻦ اﻟﻜﻤﺒﻴﻮﺗﺮ ﻗﺒﻞ ﺗﻨﻔﻴﺬ ﻫﺬه اﻟﻌﻤﻠﻴﺎت.
 ﺗﻘﺘﺼﺮ ﺿﻤﺎﻧﺔ اﻟﻤﻨﺘﺞ ﻋﻠﻰ ﻣﺸﻐﻞ اﻟﻘﺮص اﻟﺼﻠﺐ اﻟﺨﺎرﺟﻲ ﻧﻔﺴﻪ ﻓﻘﻂ ،ﻋﻨﺪ اﺳﺘﻌﻤﺎﻟﻪ
ﺑﺸﻜﻞ ﻋﺎدي وﻓﻘﺎً ﻟﺘﻌﻠﻴﻤﺎت اﻟﺘﺸﻐﻴﻞ ﻫﺬه وﻣﻊ اﻟﻜﻤﺎﻟﻴﺎت اﻟﺘﻲ ﺗﺄﺗﻲ ﻣﺘﻀﻤﻨﺔ ﻣﻊ ﻫﺬه
اﻟﻮﺣﺪة ﻓﻲ ﺑﻴﺌﺔ اﻟﻨﻈﺎم اﻟﻤﺤﺪدة أو اﻟﻤﻮﺻﻰ ﺑﻬﺎ .اﻟﺨﺪﻣﺎت اﻟﺘﻲ ﺗﻘﺪﻣﻬﺎ اﻟﺸﺮﻛﺔ ،ﻣﺜﻞ
دﻋﻢ اﻟﻤﺴﺘﺨﺪم ،ﺧﺎﺿﻌﺔ اﻳﻀﺎً ﻟﻬﺬه اﻟﻘﻴﻮد.

اﻟﺘﻌﺎﻣﻞ ﻣﻊ ﻫﺬه اﻟﻮﺣﺪة

 ﻫﺬه اﻟﻮﺣﺪة ﻏﻴﺮ ﻣﻘﺎوﻣﺔ ﻟﻠﺼﺪﻣﺎت أو ﻟﻠﻐﺒﺎر أو ﻟﺘﻨﺎﺛﺮ اﻟﻤﺎء أو ﻟﻠﻤﺎء.
 ﻻ ﺗﻘﻢ ﺑﺎﺳﺘﻌﻤﺎل أو ﺗﺨﺰﻳﻦ ﻫﺬه اﻟﻮﺣﺪة ﻓﻲ اﻷﻣﺎﻛﻦ اﻟﺘﺎﻟﻴﺔ .اﻟﻘﻴﺎم ﺑﺬﻟﻚ ﻗﺪ ﻳﺆدي إﻟﻰ
ﺣﺪوث ﺧﻠﻞ ﻓﻲ ﻫﺬه اﻟﻮﺣﺪة.
 اﻷﻣﺎﻛﻦ اﻟﺘﻲ ﺗﻜﻮن ﻓﻴﻬﺎ درﺟﺔ اﻟﺤﺮارة ﻣﺮﺗﻔﻌﺔ أو ﻣﻨﺨﻔﻀﺔ ﺟﺪاً أو ﺷﺪﻳﺪة اﻟﺮﻃﻮﺑﺔ
ﻻ ﺗﺘﺮك أﺑﺪاً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ﺘﻌﺮﺿﺔ ﻟﺪرﺟﺔ اﻟﺤﺮارة اﻟﻤﺮﺗﻔﻌﺔ ﻣﺜﻞ ﺗﺤﺖ أﺷﻌﺔ اﻟﺸﻤﺲ
اﻟﻤﺒﺎﺷﺮة أو ﺑﺎﻟﻘﺮب ﻣﻦ ﺟﻬﺎز اﻟﺘﺪﻓﺌﺔ أو داﺧﻞ ﺳﻴﺎرة ﻣﻐﻠﻘﺔ ﻓﻲ اﻟﺼﻴﻒ .وإﻻ ﻓﺈﻧﻪ
ﻗﺪ ﻳﺆدي إﻟﻰ وﻗﻮع ﺧﻠﻞ ﻓﻲ ﻫﺬه اﻟﻮﺣﺪة أو ﺗﺸﻮه ﺷﻜﻠﻪ.
 ﻓﻲ ﺣﺎﻟﺔ اﻟﻀﻐﻂ اﻟﻤﻨﺨﻔﺾ )اﻻرﺗﻔﺎع  3,000ﻣﺘﺮ أو أﻋﻠﻰ ﻓﻮق ﺳﻄﺢ اﻟﺒﺤﺮ أو
اﻟﻀﻐﻂ اﻟﺠﻮي  0.5أو أﻗﻞ(
 أﻣﺎﻛﻦ ﻳﻮﺟﺪ ﻓﻴﻬﺎ ﻣﺠﺎل ﻣﻐﻨﺎﻃﻴﺴﻲ ﻗﻮي أو إﺷﻌﺎع
 أﻣﺎﻛﻦ ﺗﺘﻌﺮض ﻻﻫﺘﺰازات أو ﻟﺼﻮت ﺟﻬﻴﺮ أو ﺳﻄﺢ ﻏﻴﺮ ﻣﺴﺘﻮ
 ﻓﻲ ﻣﻜﺎن رديء اﻟﺘﻬﻮﻳﺔ
 ﻓﻲ ﻣﻜﺎن ﻛﺜﻴﺮ اﻟﻐﺒﺎر أو اﻟﺮﻃﻮﺑﺔ

درﺟﺔ ﺣﺮارة ﻋﺎﻟﻴﺔ ﻟﻬﺬه اﻟﻮﺣﺪة

أﺛﻨﺎء اﺳﺘﻌﻤﺎل ﻫﺬه اﻟﻮﺣﺪة ،ﻳﻜﻮن اﻟﻬﻴﻜﻞ اﻟﺮﺋﻴﺴﻲ ﻟﻬﺬه اﻟﻮﺣﺪة ﺳﺎﺧﻨﺎً .ﻫﺬا ﻻ ﻳﻌﺪ ﺧﻠ ًﻼ.
وﻓﻘﺎً ﻟﺤﺎﻟﺔ اﻟﺘﺸﻐﻴﻞ ،ﻗﺪ ﺗﺮﺗﻔﻊ درﺟﺔ اﻟﺤﺮارة ﻟﻠﻮﺣﺪة اﻟﻰ  40درﺟﺔ ﻣﺌﻮﻳﺔ أو أﻋﻠﻰ .إذا
ﻟﻤﺴﺘﻬﺎ ﻟﻤﺪة ﻃﻮﻳﻠﺔ ﻣﻦ اﻟﺰﻣﻦ ﻓﻲ ﻫﺬه اﻟﺤﺎﻟﺔ ،ﻓﺈﻧﻪ ﻗﺪ ﻳﺆدي اﻟﻰ إﺻﺎﺑﺘﻚ ﺑﺤﺮوق ﺑﻔﻌﻞ
درﺟﺔ اﻟﺤﺮارة اﻟﻤﻨﺨﻔﻀﺔ.

اﻟﺒﺮﻧﺎﻣﺞ اﻟﻤﺮﻓﻖ )ﻟﻠﻤﻮدﻳﻞ  HD-SLﻓﻘﻂ(

 :Backup Manager 2 .1اﻟﻨﺴﺦ اﻻﺣﺘﻴﺎﻃﻲ اﻟﺘﻠﻘﺎﺋﻲ اﻟﻬﺠﻴﻦ ﺑﺎﺳﺘﺨﺪام
اﻟﺘﺨﺰﻳﻦ اﻟﺴﺤﺎﺑﻲ وﻣﺸﻐﻞ اﻷﻗﺮاص اﻟﺼﻠﺐ اﻟﺨﺎرﺟﻲ
 :Data Transfer Accelerator .2أﺳﺮع ﺑﻤﺮﺗﻴﻦ ﺗﻘﺮﻳ ًﺒﺎ ﻓﻲ ﻧﻘﻞ اﻟﺒﻴﺎﻧﺎت إﻟﻰ
ﻣﺸﻐﻞ اﻷﻗﺮاص اﻟﺼﻠﺐ اﻟﺨﺎرﺟﻲ
 :Password Protection Manager .3ﻳﻌﻤﻞ ﻋﻠﻰ ﺣﻤﺎﻳﺔ اﻟﻮﺛﺎﺋﻖ اﻟﻬﺎﻣﺔ
اﻟﺨﺎﺻﺔ ﺑﻚ ﻋﻦ ﻃﺮﻳﻖ اﻟﺘﺸﻔﻴﺮ واﻟﺤﻤﺎﻳﺔ ﻟﻜﻠﻤﺔ اﻟﺴﺮ.
 :FAT32 formatter .4ﺑﺮﻧﺎﻣﺞ  formatterاﻟﺨﺎص ﺑﻤﺸﻐﻞ اﻷﻗﺮاص اﻟﺼﻠﺐ
اﻟﺨﺎرﺟﻲ ﻟﻼﺳﺘﺨﺪام ﻣﻊ ﻧﻈﺎم PS3
*ﻟﻠﺘﻔﺎﺻﻴﻞ ،ﻳﺮﺟﻰ اﻟﺮﺟﻮع إﻟﻰ اﻟﻮﺛﻴﻘﺔ اﻟﻤﻮﺟﻮدة ﻓﻲ ﻣﺸﻐﻞ اﻷﻗﺮاص اﻟﺼﻠﺐ اﻟﺨﺎرﺟﻲ.
)(Software Download.html

 إذا ﻗﻤﺖ ﺑﺈﻧﺸﺎء ﻣﻨﻄﻘﺔ ﻣﺤﻤﻴﺔ ﺑﻜﻠﻤﺔ ﺳﺮ ﺑﻮاﺳﻄﺔ ﺑﺮﻧﺎﻣﺞ اﻟﺤﻤﺎﻳﺔ ﺑﻜﻠﻤﺔ ﺳﺮ ،ﻻ ﻳﻤﻜﻦ
اﺳﺘﻌﻤﺎل ﻫﺬه اﻟﻮﺣﺪة ﻣﻊ ﺟﻬﺎز آﺧﺮ ﻏﻴﺮ اﻟﻜﻤﺒﻴﻮﺗﺮ.
 ﻳﺨﺘﻠﻒ ﺗﺄﺛﻴﺮ ﺑﺮﻧﺎﻣﺞ زﻳﺎدة ﺳﺮﻋﺔ اﻟﺘﺸﻐﻴﻞ وﻓﻘﺎً ﻟﺤﺎﻻت )ﺣﺠﻢ أو ﻋﺪد اﻟﻤﻠﻔﺎت
اﻟﻤﻨﻘﻮﻟﺔ ،ﻣﻮاﺻﻔﺎت اﻟﻜﻤﺒﻴﻮﺗﺮ ،اﻟﺦ(.

ﻓﺼﻞ ﻫﺬه اﻟﻮﺣﺪة ﻋﻦ اﻟﻜﻤﺒﻴﻮﺗﺮ

ﻓﻲ ﻫﺬا اﻟﻘﺴﻢ ،ﺗﻢ ﺗﻮﺿﻴﺢ اﻹﺟﺮاء ﻟﺤﺬف ﻫﺬه اﻟﻮﺣﺪة ﻋﻦ اﻟﻜﻤﺒﻴﻮﺗﺮ أﺛﻨﺎء ﺗﺸﻐﻴﻞ
اﻟﻜﻤﺒﻴﻮﺗﺮ.

ﻟﻤﺴﺘﺨﺪﻣﻲ ﻛﻤﺒﻴﻮﺗﺮ Windows
 1اﻧﻘﺮ
اﻟﺸﺎﺷﺔ.

ﻓﻲ ﻣﻨﻄﻘﺔ اﻟﻤﻌﻠﻮﻣﺎت اﻟﻤﻮﺟﻮدة ﻓﻲ اﻟﺠﺰء اﻟﺴﻔﻠﻲ اﻷﻳﻤﻦ ﻣﻦ

ﻳﺘﻢ ﻋﺮض أﻳﻘﻮﻧﺎت اﻷﺟﻬﺰة اﻟﻤﻮﺻﻮﻟﺔ اﻟﻰ اﻟﻜﻤﺒﻴﻮﺗﺮ اﻵن ﻋﻠﻰ اﻟﺸﺎﺷﺔ.

 2اﻧﻘﺮ أﻳﻘﻮﻧﺔ ﻫﺬه اﻟﻮﺣﺪة.
 3اﻧﺘﻈﺮ إﻟﻰ أن ﺗﻈﻬﺮ اﻟﺮﺳﺎﻟﺔ ") "Safe to Remove Hardwareﺣﺬف
اﻟﻮﺣﺪة ﺳﻠﻴﻢ( ،وﻗﻢ ﺑﻔﺼﻞ اﻟﻜﺒﻞ  USBﻋﻦ اﻟﻜﻤﺒﻴﻮﺗﺮ.

ﻟﻤﺴﺘﺨﺪﻣﻲ ﻛﻤﺒﻴﻮﺗﺮ Mac OS

 1اﺳﺤﺐ أﻳﻘﻮﻧﺔ ﻫﺬه اﻟﻮﺣﺪة اﻟﻤﻌﺮوﺿﺔ ﻋﻠﻰ ﺳﻄﺢ اﻟﻤﻜﺘﺐ واﻓﻠﺘﻬﺎ ﻓﻲ
أﻳﻘﻮﻧﺔ ].[Trash
 2ﻗﻢ ﺑﻔﺼﻞ اﻟﻜﺒﻞ  USBﻋﻦ اﻟﻜﻤﺒﻴﻮﺗﺮ.

اﻟﻌﻼﻣﺎت اﻟﺘﺠﺎرﻳﺔ

 اﻟﻌﻼﻣﺔ  PlayStationﻫﻲ ﻋﻼﻣﺔ ﺗﺠﺎرﻳﺔ ﻣﺴﺠﻠﺔ ﻟﺸﺮﻛ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اﻟﻌﻼﻣﺔ  PS3ﻫﻲ ﻋﻼﻣﺔ ﺗﺠﺎرﻳﺔ ﻟﺸﺮﻛ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اﻟﻌﻼﻣﺘﺎن  Microsoftو  Windowsﻫﻤﺎ إﻣﺎ ﻋﻼﻣﺘﺎن ﺗﺠﺎرﻳﺘﺎن ﻣﺴﺠﻠﺘﺎن أو ﻋﻼﻣﺘﺎن
ﺗﺠﺎرﻳﺘﺎن ﻟﺸﺮﻛﺔ  Microsoft Corporationﻓﻲ اﻟﻮﻻﻳﺎت اﻟﻤﺘﺤﺪة و/أو ﺑﻠﺪان أﺧﺮى.
 اﻟﻌﻼﻣﺔ  Mac OSﻫﻲ ﻋﻼﻣﺔ ﺗﺠﺎرﻳﺔ ﻣﺴﺠﻠﺔ ﻟﺸﺮﻛﺔ  Apple Inc.ﻓﻲ اﻟﻮﻻﻳﺎت اﻟﻤﺘﺤﺪة
وﺑﻠﺪان أﺧﺮى.
ﺟﻤﻴﻊ أﺳﻤﺎء اﻷﻧﻈﻤﺔ واﻟﻤﻨﺘﺠﺎت اﻷﺧﺮى اﻟﻤﺬﻛﻮرة ﻓﻲ ﺗﻌﻠﻴﻤﺎت اﻟﺘﺸﻐﻴﻞ ﻫﺬه ﻫﻲ ﻋﻼﻣﺎت
ﺗﺠﺎرﻳﺔ أو ﻋﻼﻣﺎت ﺗﺠﺎرﻳﺔ ﻣﺴﺠﻠﺔ ﻟﺸﺮﻛﺎت ﻣﻌﻴﻨﺔ .اﻟﻌﻼﻣﺘﺎن و " " ﻏﻴﺮ ﻣﻜﺘﻮﺑﺘﻴﻦ ﻓﻲ
ﺗﻌﻠﻴﻤﺎت اﻟﺘﺸﻐﻴﻞ ﻫﺬه.

™ ®

ﻣﻮﻗﻊ اﻻﻧﺘﺮﻧﺖ ﻟﻠﻤﺴﺎﻋﺪة

ˎˎPlayStation은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PS3는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의 상표입니다.
ˎˎMicrosoft 및 Windows 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내의
미국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중의
하나입니다.
ˎˎMac 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내의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사용설명서에서 언급하는 기타 모든 시스템명 및 제품명은 각
개발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이들 사용설명서에는 ™ 및
마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지원 웹사이트
본 기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지원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sony.net/hdd/
식별부호: MSIP-REI-SOK-HD-B1
기자재명칭 : EXTERNAL HARD DRIVE
상호명 : 소니코리아㈜
모델명 : HD-B1
제조자 : Sony Corporation
제조연월 : 포장지에 표시됨
제조국가 : 포장지에 표시됨
식별부호: MSIP-REI-SOK-HD-SL
기자재명칭 : EXTERNAL HARD DRIVE
상호명 : 소니코리아㈜
모델명 : HD-SL1, HD-SL2
제조자 : Sony Corporation
제조연월 : 포장지에 표시됨
제조국가 : 포장지에 표시됨

Устройство
для записи

данных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Для уменьшения опасности возгорания или поражения
злектрическим током не подвергайте аппарат воздействию дождя
или влаги.
Утилизация отслужившего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и
электр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иректива применяется
в странах Евросоюза и других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ах, где
)действуют системы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