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한 설치.

간편한 관리.포괄적 데이터 보호.

보안 원격 액세스 내장.

설치가 용이한 WD Sentinel은 안전한 중앙 스토리  

지와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며 사무실은  
물론 전세계 어디서나 직원, 고객 또는 공급업체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업계를  
주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소규모 사무실 환경을 염두에 둔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과적이며 관리하기 쉬운 스토리지  
서버를 제공합니다. 

WD Sentinel™

DX4000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입증되고 
신뢰할만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



소유 비용 절감
WD Sentinel 은 소규모 기업 환경에 
비용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최대 25대까지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가 
포함되며, 이 범주의 다른 제품과 달리 
각 컴퓨터마다 추가로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한 설치, 간편한 관리
WD Sentinel 에는 비즈니스 파일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시보드에서 설치 과정을 신속히 
안내해주며 WD Sentinel 에서 
지능적으로 드라이브와 네트워크의 
상태를 관리하므로 유지관리 시간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데이터 보호
WD Sentinel 은 소규모 기업 환경에 포괄 
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정성, 품질, 성능에 최적화된 하드  
드라이브, 성능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RAID 레벨 1 또는 5, 자동 백업 및복원,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백업 전원 공급  
장치 옵션 및 오프사이트 재해 복구 
서비스 옵션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리 가능
도어를 열고 드라이브를 바꾸는 방법으로  
간단히 드라이브를 교체하거나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WD Sentinel 이 알아 
서 처리합니다. 운영 중단 없이 서버를  
해당 RAID 레벨로 완벽하게 마이그레이 
션하고 서버의 스토리지 용량을자동 으로  
확장합니다. 또한 회사가성장함에 따라  
기술 노하우 없이도 쉽게 스토리지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첨단 성능
초고속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최대85 MB/s 의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지원합니다. 이 사양은 일반 NAS 
솔루션보다 3배 빠른 속도입니다.
통상적인 NAS 솔루션 성능은 30 MB/s입니다.

산업 리더들과의 파트너십
WD Sentinel 은 유수의 산업 리더들이 
공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된 하드 드라이브 
및 Intel® Atom™ 듀얼 코어 프로세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 
환경을 염두에 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관리하기 쉬운 스토리지 
서버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원격 액세스
내장된 보안 원격 액세스 기능을 통해 
직원이나 고객 또는 공급업체는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어떤 컴퓨터에서나 
WD Sentinel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iSCSI 대상을 사용한  
WD Sentinel 스토리지 가상화
WD Sentinel DX4000이 iSCSI 대상을 
지원합니다. 새 대시보드 애드인 
추가를 통해 iSCSI 스토리지 기능의 
설정, 관리 및 배포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IT 전문가와 고급 
사용자는 관리 대시보드 내의 iSCSI 
대상 UI와 WD Sentinel의 내장된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NAS 파일 기반 
스토리지와 StarWind® 지원 iSCSI 대상 
솔루션이 포함된 IP-SAN 모두에 대해 
WD Sentinel을 파티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관리자는 특정한 
동적 IT 환경 요구에 부합하도록 여러 
개의 iSCSI 대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Mac OS®의 완벽한 지원
WD Sentinel은 이제 Mac OS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AFP (Apple® File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이제 Bonjour®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프린터 등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Apple Time Machine® 
백업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Mac을 
간편하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AFP
를 사용하여 이더넷을 통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고, Mac용 관리 
대시보드 기능을 사용하여 WD Sentinel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DLNA 미디어 서버 내장
내장된 DLNA 미디어 서버가 사무실 네트워 
내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유 미디어  
라이브러리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스트 
리밍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다소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경우 WD
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WD Guardian™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연하고 경제적이며 
간편한 기술 지원과 다양한 혜택이 
있는 연장 보증 플랜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WDGuardian.com
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특징

제품 사양

Western Digital, WD 및 WD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WD Sentinel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그 밖의 다른 표시는 해당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표시된 사진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제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사양과 포장 명세서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보증 기간은 제품을 구입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제한 보증 조건과 이러한 지역에 속하는 특정 국가 목록을 보려면 웹 사이트 (http://support.wdc.com/warranty) 를 참조하십시오.

© 2013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All rights reserved.

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테라바이트 (TB = 1조 바이트) 입니다. 액세스 가능한 전체 용량은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전송 속도 또는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단위는 초당 메가바이트 (MB/s = 초당 100만 바이트),  
초당 기가비트 (Gb/s = 초당 10억 비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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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Sentinel DX4000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용량 및 모델 치수 CLIENT OS 호환성 제한 보증
4 TB(2 x 2 TB)
6 TB(2 x 3 TB)
8 TB(4 x 2 TB)
12 TB(4 x 3 TB)
16 TB(4 x 4 TB)

WDBLGT0040KBK 
WDBLGT0060KBK 
WDBLGT0080KBK
WDBLGT0120KBK
WDBLGT0160KBK

높이: 
깊이:
너비:

206 mm(8.10인치)
224 mm(8.80인치)
160 mm(6.30인치)

서비스 팩 3을 설치한 Windows XP,  
32비트 버전만

Windows Vista®, 모두 32비트 또는  
64비트 플랫폼

Windows 7, 모두 32비트 또는 64비트 
플랫폼

Mac OS® X Mountain Lion, 
Mac OS® X Leopard,  
Mac OS® Snow Leopard  
및 Mac OS® X Lion* 
Mac OS 클라이언트용 Time Machine 
백업을 지원합니다

Linux®와 Unix®에 대한 파일 공유 지원

*최신 MS 및 WD 업데이트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세계
 

인터페이스 무게 패키지 내용물
기가비트 이더넷(2개 포트)
USB 3.0(2개 포트)

RAID

2-드라이브 시스템, 사전 구성 RAID 1
4-드라이브 시스템, 사전 구성 RAID 5

4 및 6 TB        4.88 kg(10.76파운드)
8 및 12 TB      6.08 kg(13.40파운드)
16 TB              6.13 kg(13.51파운드)
EMEA 16 TB    6.58 kg(14.51파운드)

작동 사양

작동 시 온도 5°C ~ 35°C
비작동 시 온도 -20°C ~ 65°C

소기업용 스토리지 서버
RJ45 이더넷 케이블
전원 코드가 있는 AC 어댑터
전원 코드를 포함한 두 번째 AC 
어댑터(16 TB SKU에 제공)
빠른 설치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