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이름 모델 번호 가격  

WD Sentinel DX 4000- 12 TB(4 x 3 TB)

WD Sentinel DX 4000- 8 TB(4 x 2 TB)

WD Sentinel DX 4000- 6 TB(2 x 3 TB)

WD Sentinel DX 4000- 4 TB(2 x 2 TB)

WD Guardian Express- 1년 플랜 - 하드웨어 지원 및 빠른 부품 교체

WD Guardian Express- 3년 플랜 - 하드웨어 지원 및 빠른 부품 교체

WD Guardian Pro- 1년 플랜 - 우선 기술 지원 및 빠른 부품 교체

WD Guardian Pro- 3년 플랜 - 우선 기술 지원 및 빠른 부품 교체

WD Guardian Extended Care- 보증 기간 추가 2년 연장

WDBLGT0120KBK-NESN

WDBLGT0080KBK-NESN

WDBLGT0060KBK-NESN

WDBLGT0040KBK-NESN

WDBBBT0000NNC-NASN

WDBMBC0000NNC-NASN

WDBLKF0000NNC-NASN 

WDBCYW0000NNC-NASN

WDBVMS0000NNC-NASN

$1,649.99 

$1,499.99

$1,049.99

$ 949.99

$ 59.00

$ 142.00

$ 149.00

$ 395.00 

$ 499.00

판매 가이드
WD Sentinel™ DX4000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및  
WD Guardian™ 서비스

고객의 사용 후기 리뷰어의 사용 후기

채널 파트너들의 사용 후기
"WD Sentinel은 원본 비디오 영상을 저장하고 모든 클라이언트 백업을 
저장하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도메인에 연결하여 
워크스테이션 백업하고 앞으로는 새로 마련한 Windows MultiPoint 
Server도 백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관한 비디오 영상을 저장하는 
보조 스토리지 장치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 Dana Epp, CEO, Scorpion Software

최종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
"심각한 PC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정규직 IT 담당자가 
없는 소기업에서 장애는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WD 
Sentinel을 사용하면 보통 2일 걸리던 PC 복구 작업을 2시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 Dave Nickason, 법무 담당자, Dibble & Miller

"WD Sentinel 대시보드는 정말 사용하기가 편해요. PC를 서버에 
연결하는 작업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을 이제는 파일 
서버이자 백업 솔루션, 원격 액세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제품 말이죠."
– David Lii, 포트폴리오 관리 부장, Saratoga Research & Investment Management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에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WD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파일에 액세스하고 외부 직원, 독립 컨설턴트, 
지사 등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줍니다."
– Hot Hardware (2011년 11월)

"WD Sentinel 덕분에 각 영역을 설계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장치 
전면에 있는 유용한 LED 디스플레이부터 드라이브를 추가 또는 
교체하기만 하면 WD Sentinel이 복구부터 RAID 모드 전환까지 나머지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등 한결 작업이 수월합니다. 전반적으로 
WD Sentinel DX4000은 데이터 무결성과 긴 가동 시간을 비롯하여 
강력한 성능까지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 StorageReview.com (2011년 12월)

"WD Sentinel DX4000은 또한 SMB를 위한 "사내 클라우드 스토리지" 
역할을 하며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재난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합니다."
– ChannelPro-SMB (2011년 11월)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및 Put Your Life On It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이고 WD Sentin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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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보증 기간은 제품이 구입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제한적 보증 조건과 이러한 
지역에 속하는 특정 국가 목록을 보려면 웹 사이트(http:support.wdc.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가격은 2012년 5월자 가격표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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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8-705310-Q03 2013년 12월

WD Sentinel을 선택하는 이유

•	  세계적인 스토리지 솔루션 리더인 Western Digital®의 제품 
입니다.

•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공장에서 구성된 채로 출고되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설치하기도 쉽습니다. 

•	  이 제품에는 25개의 Microsoft® 백업 및 복구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	  서버급 구성 요소로 제작됩니다 
- WD RE 엔터프라이즈급 하드 드라이브 
- Intel® Atom™ D525 1.8 GHz 듀얼 코어 CPU

•	  엔터프라이즈급 기능 제공 
- 서버 기반 백업 
- 통합 블록 수준 데이터 중복 제거

•	 Active Directory Join 100% 지원

•	  경쟁력 있는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