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D Sentinel™ DX4000 
소규모 사무실용 스토리지 서버               

자기소개서 

335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smbstorage@wdc.com  

요약: 
 

저는 설치가 간편한 소규모 사무실용 스토리지 서버로서 사무실 내 또는 외부에서 직원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위한 안전한 중앙 스토리지, 완벽한 데이터 보호 및 원격 파일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저의 하드 드라이브는 신뢰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되었으며 Intel® Atom™ 듀얼 코어 프로세서와 
Microsoft®의 최신 운영 체제인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를 특징으로 합니다. 저는 
특히 소규모 사무실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된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며 관리하기 편리한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주요 특징 및 전문 분야: 
 

• 우수한 성능과 완벽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RAID 채택 

• 클라이언트 컴퓨터 백업 및 복원 라이센스 
25개 포함 

•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사무실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전문성 

• 안정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된 하드 
드라이브로 사전 구성 

•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및 듀얼 USB 3.0 포트 
• 데이터 보존 정책 기본 지원 
 

• 웹 브라우저를 통한 안전한 원격 액세스 및 
무료 웹 하위 도메인 

• iSCSI 스토리지 기능의 설정, 관리 및 배포를 
간편하게 관리 

• Mac OS® 완벽 지원 
• 간편한 시스템 운영 
• WD Guardian™ 서비스로 보호 
• DLNA® 미디어 서버 내장 
•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자 정비 가능 

경력 
 
NAPA COUNTY OFFICE OF EDUCATION, Napa, CA  2011년 10월 – 현재 
 
Napa County Office of Education 학구 내에서 모든 이메일에 대한 백업을 지원하고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며 원격 웹 액세스를 통해 PC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운영에 사용되는 25대의 주요 PC에 대해 모든 기  데이터와 사용자 지정 설정을 백업합니다.  
• 학구 내 225명의 추가 직원에 대한 이메일 백업을 지원합니다. 
• 제가 제공하는 완벽한 PC 및 서버 통합으로 IT 기술자들은 네트워크상의 PC에 안전하게 직접 또는 

원격으로 액세스하여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현장 지원을 나갈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 해결이 빨라지고 IT 직원들이 
근무 시간 후의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하며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를 크게 절약하고 있습니다.  

• 제가 탑재하고 있는 Intel Atom 프로세서와 블록 수준의 데이터 중복 제거 기술은 컴퓨터 백업과 PC 
이미지 재작성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백업 속도를 높이고 구입해야 하는 스토리지 NCOE의 양을 
줄입니다. 

 
DIBBLE & MILLER, Rochester, NY 2011년 10월 – 현재 
 
PC를 백업하고 법률 사무소의 PC 복원 시간을 이틀에서 2시간으로 크게 단축합니다. 

• 사무소 내의 25대PC를 보호합니다. 복잡한 폴더 구조에 500 GB의 데이터가 들어 있는 PC가 고장 
났을 때, PC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Intel Atom 프로세서의 빠른 속도 덕분에 전체 복원 
프로세스가 2시간 내에 완료되어 이전에 사용된 복원 방법과 비교하여 총 14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회사 내의 25대 컴퓨터에 필요한 백업 및 복원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어 추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3,000달러에 달했습니다. 



SARATOGA RESEARCH & INVESTMENT MANAGEMENT, Saratoga, CA  
 2011년 10월 – 현재 

 

저명한 투자 회사에 자동 컴퓨터 백업과 위치에 관계 없는 연속 원격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장치로 사용합니다. 저는 사용이 간편하고 컴퓨터를 
자동으로 백업하며 직원에게 원격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대 9 TB의 엔터프라이즈급 RAID 스토리지와 Microsoft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운영 체제의 원격 웹 액세스 기능을 이용한 간편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Saratoga RIM 직원들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무실에서 사설 비즈니스 클라우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시스템에 고객의 기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HORIZON RETAIL MARKETING SOLUTIONS, Ely, United Kingdom  
2012년 1월 – 현재 

 

데이터 스토리지를 중앙 집중화하고 EMEA 전역의 직원, 고객 및 공급업체에게 고속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프로젝트 파일에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액세스 제공 – 이러한 파일에는 내근 직원, 원격지에 
있는 계약직 설계자, 이동 중인 설치 직원 및 다양한 위치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액세스해야 
합니다.  

• 듀얼 코어 Intel Atom 프로세서로 구동되기 때문에 Horizon 네트워크에서 고속 파일 저장과 검색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이전에 사용된 스토리지 서버에 비해 최대 5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선별된 외부 설계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만 간편하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수상 경력 
  

Microsoft 미국, 2012년 
 
올해의 OEM 혁신 파트너 
 
BYTE Producto Recomendado  스페인, 2012년 
WD Sentinel 권장 제품 어워드  
 
3D Professor 영국, 2012년 
편집자 선정 어워드 
 
StorageReview.com 미국, 2012년 
편집자 선정 어워드 

 
 
취미 및 관심 사항: 

• 데이터 백업 
• RAID 검증 
• 데이터 공유 
• 협업 
• 손실 데이터 복원 

 

 

 

자세한 정보: 
• WD Sentinel 웹 페이지 
• WD Sentinel 사례 연구 
• WD Sentinel 고객 사용 후기 
• WD Spiceworks 페이지 
• Facebook 
 

4278-705025-Q00 

http://www.wdc.com/en/products/products.aspx?id=610#tab1
http://www.wdc.com/en/products/products.aspx?id=610#tabsentineltestimonials
http://www.wdc.com/en/products/products.aspx?id=610#tabsentineltestimonials
http://community.spiceworks.com/pages/westerndigital
https://www.facebook.com/search/results.php?q=wd%20sentinel%20dx4000&type=web&form=FBKBFS&wssk=FR0AS0&wssp=1&wspq=wd%20sentinel%20dx4000&wssrc=2&wssc=7-18&wsbp=7-1&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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