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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LEVV R1 포터블 SSD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사용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담겨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
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

KLEVV R1 포터블 SSD (R1)를 사용하기에 앞서, 박스와 시스템 호환 관련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2.

3.

Dear Customer,
Thank you for choosing KLEVV R1 Portable SSD. To find more product
details about R1 SSD,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link.
www.klevv.com/Klevv_R1_SSD/user_manual
To safely recover any deleted, formatted or lost file, please register the
product through our website at www.essencore.com/pSSD_DoYourData.
Feel free to scan the QR codes below with mobile device for easy access.

User Manual

DoYourData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warranty/ RMA (Return Material
Authorization) application, please visit KLEVV website or reach your local
distributor for further support.
Yours Sincerely,
KLEVV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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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구성품

1. R1 Portable SSD
2. 2-in-1 USB 3.2 Type-C to C/ to A cable
3. 제품 사용 설명서

시스템 지원

Windows 8/ 8.1/ 10

Mac OS X 10.6 또는 상향 호환 (리포맷 필요)
Android 5.0 또는 상향 호환

Linux Kernel 2.6 또는 상향 호환
1

사용 가이드

제품 사용을 위해 아래의 간단한 단계를 따라하세요.

1. R1 사용을 위해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연결 필요 없이 박스 안에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호스트 장치와 연결하세요.

2. 호스트 장치의 USB 포트를 확인하고 적합한 USB 케이블 (Type C to C 또는 C to A)과
연결하세요.

Type-C to C cable

Type-C to A cable

3.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전원 표시등이 깜박이는지 확인합니다.

작동

5. 전원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 R1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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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

에센코어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등록한 후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되거나 포맷 또는 손실된 파일이 있다면 DoYourData를 활용하세요.
https://www.essencore.com/pSSD_DoYourData

기술 지원 & 보증 정책
RMA 정책

RMA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신청을 위해서는 구입이 이루어진 현지 리셀러와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지 대리점 정보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https://www.essencore.com/ko/support_contact 으로 연락
바랍니다.

보증서

KLEVV는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보증 정책을 제공합니다. 모든

KLEVV 제품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보증이 적용됩니다. R1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SSD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www.essencore.com/ko/support_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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