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전문가 수준의 기술 없이도 전문가처럼 WD Sentinel 소규모 사무실 서버를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Western Digital®은 모든 WD Sentinel 소유자에 대해 표준 고객 지원 및 보증을 제공합니다. 
WD Guardian 서비스는 소기업 고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보증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술 지원 계획과 연장 
보증 서비스 중 사업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 대상 사용자 계획의 특징

표준 지원 WD Sentinel 서버를 구입한 

분들께는 이러한 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	 처음 통화 후 30일 무료 기술 지원. 표준 3년 제한적 보증 신청 시 이용 

가능합니다.

•	 표준 RMA 서비스1

•	 고급 교체 옵션1 

•	 신속한 하드웨어 교체(추가 경비 필요)1

WD Guardian Express WD Guardian Express

는 영업일 기준 익일 교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획은 이미 내부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WD 고객 

서비스 팀의 하드웨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2

•	 표준 지원 포함

•	 보증 기간 동안 하드웨어 지원 및 신속한 부품 교체2

•	 갱신 옵션과 함께 1년 보증 계획 또는 3년 보증 계획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구입 후 30일 내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WD Guardian Pro WD Guardian Pro는 자체 

스토리지 서버를 유지 

관리하기 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WD의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보증 기간 동안 업무 시간 중 기술 지원3 

•	 보증 기간 동안 하드웨어 지원 및 신속한 부품 교체2

•	 전용 지원 회선을 통한 최우선 기술 지원 연결

•	 갱신 옵션과 함께 1년 보증 계획 또는 3년 보증 계획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구입 후 30일 내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WD Guardian™ 서비스
지원 서비스 및 보증 옵션
WD Sentinel™ DX4000



1 표준 RMA 서비스, 고급 교체 옵션, 신속한 하드웨어 교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각 지역 지원 완료 시간은 http://support.wdc.com을 참조하십시오.
2  고객 위치까지의 배송료는 WD에서 지불합니다. 사용하던 부품을 WD로 반송하는 운송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익일 부품 교체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 정오까지 접수된 전화 요청에 한해 북미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됩니다. 지원 완료 시간은 요청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각 지역 지원 전화 번호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려면 http://support.wdc.com을 방문하십시오.
4 전체 보증 및 연장 보증 정보를 보려면 WDGuardian.com을 방문하십시오. 다른 지역 부품 교체 완료 시간은 http://support.wdc.com을 참조하십시오.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및 Put Your Life On It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WD Sentinel 및 WD Guardian Services는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그 밖의 다른 
표시는 해당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과 서비스 제안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1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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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처: 가격과 가용성 정보는 WDStore.com을 참조하거나 현지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구체적인 WD Guardian Service 제공 내용은 

WD의 이용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support.wdc.com/tc.asp를 참조하십시오.

보증 옵션

표준 보증 3년 제한적 보증은 인클로저, 구매 시 배송된 드라이브 및 전원 어댑터에 

적용됩니다.

WD Guardian Extended Care 추가로 2년 더 연장하여 총 5년 간 제한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	 WD Sentinel 제품에 대한 3년 표준 제한적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구매 및 활성화해야 합니다.

•	 WD Guardian Extended Care는 동일 WD Sentinel 제품에 대해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