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ature 혜택 가치 제안

올인원 솔루션 • 최대 25대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대한 중앙 집중식 사내 
관리형 서버 기반 백업(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포함)

• 재해 보호를 위한 선택적인 클라우드로의 구독 기반 통합 
데이터 백업

• 전체 소기업용 중앙 집중식 공유 스토리지
• 거의 모든 곳에서 공유 데이터 및 연결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액세스 가능

산업 주도 기술을 토대로 제조
• WD® 엔터프라이즈급 하드 드라이브
• Intel® Atom™ D525 듀얼 코어 프로세서(2 GB RAM 포함)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소프트웨어로 구동

SMB는 자체 소기업 스토리지 서버를 만들 때에 비해 수백 달러, 
수십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즉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고 재해 
복구 솔루션(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편리한 SMB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25개에 달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제공되어 
최대 $1,80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세 곳의 신뢰할 수 있는 산업 리더들이 탁월한 품질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혜택, 가치 제안
WD Sentinel™ DX4000
소기업용 스토리지 서버

곧바로 사용이 가능 • WD 서버 등급 하드 드라이브 사전 설치
• 사전 설치된 서버 OS와 선택적인 재해 보호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

• 사전 구성 – RAID 1(2개의 드라이브 유닛) 또는 RAID 5(4개의 
드라이브 유닛)

수 시간의 작업 시간 절약에 수백 달러의 IT 컨설팅 수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구입하기 위해 현지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OS 설치나 복잡한 RAID 구성에 대한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간단히 연결만 하면 업무용 데이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웹 원격 액세스 기능 내장
원격 서버 관리

• VPN이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만 있다면 거의 모든 곳에서 파일 
액세스가 가능

• 원격 서버 관리 및 클라이언트 PC 액세스

수백 달러에 달하는 VPN 라이센스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직원, 계약업체 및 파트너가 공유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어 막대한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직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빠른 IT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서버 기반 백업 및 복원 
기능

• 중앙 집중식 일정 관리 및 백업 보존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한 
서버 기반 백업

•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 기본 제공
• 지속적인 서버 관리 최소화 또는 제거
• 파일/폴더 또는 베어 메탈 복원

며칠이 걸리던 전체 컴퓨터 및 노트북 컴퓨터 복원이 몇 시간만에 
끝납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중복 제거 기술과 자동화된 서버 기반 백업을  
통해 수백 달러에 달하는 스토리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컴퓨터 백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통합 
경고 및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백업에 필요한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포함 • 최대 25대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백업 지원; 라이센스 포함 
• 선택적인 재해 복구 보호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컴퓨터 백업 및 복구용 25대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1,800 상당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KeepVault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어 경제적인 가격에 
우수한 재해 복구 보호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보안 • 폴더 레벨 권한을 활용한 데이터 액세스 관리
• 원격 웹 액세스, 미디어 파일 및 원격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버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부여/거부

• SSL(Secured Socket Layer)을 통한 보안 원격 액세스
• Active Directory Join

Microsoft® Active Directory에 빠른 통합이 가능해 시간이 
절약됩니다.
기본 제공되는 세분화된 권한 지원 기능으로 데이터와 서버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DLNA® 미디어 서버 내장 • 한 곳에서 디지털 미디어 저장 및 액세스
• 사전 구성되어 있어 설정이 필요치 않음

인증된 DLNA 솔루션으로부터 슬라이드쇼, 음악 및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추가 하드웨어나 설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WD Guardian™ 서비스 • 추가 지원 및 보증 옵션 
• 부품 교체, 연장 지원, 연장 보증

스토리지 산업의 리더, WD의 보증과 지원이 추가로 제공되므로 
확실한 투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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