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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용량 및 모델   4 TB(2 x 2 TB)   WDBLGT0040KBK
  6 TB(2 x 3 TB)   WDBLGT0060KBK
  8 TB(4 x 2 TB)   WDBLGT0080KBK
12 TB(4 x 3 TB)   WDBLGT0120KBK
16 TB(4 x 4 TB)   WDBLGT0160KBK

시스템 요구 사항 인터넷 연결(시스템 업데이트 및 웹 액세스할 때  
필요)

사용 가능한 10/100/1000 이더넷 포트가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라우터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더넷(2개 포트)
USB 3.0(2개 포트)

CPU Intel® Atom™ D525 1.8 GHz 듀얼 코어 2 GB RAM  

서버 운영 체제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클라이언트 OS 
호환성

Windows XP®(서비스 팩 3), 32비트 버전만

Windows Vista®(서비스 팩 2), 모든 32비트 또는 
64비트 플랫폼

Windows 8

Windows 7, 모든 32비트 또는 64비트 플랫폼

Mac OS® X Mountain Lion, Mac OS X Leopard, 
Mac OS X Snow Leopard, Mac OS X Lion*

Mac OS 클라이언트용 Time Machine 백업 지원

Linux® 및 UNIX®에 대한 파일 공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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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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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인증 Active Directory 조인

백업 및 복원 최대 25대의 컴퓨터에 대한 서버 기반 백업(블록  
레벨 중복 제거 기능 포함)*
베어 메탈 복원 및 파일/폴더 레벨 복원*
*Windows 클라이언트 백업에만 해당

DLNA® 미디어 서버 직원이 각자의 컴퓨터에 미디어 복사본을 두는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WD Sentinel의 공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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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보호.
협력.

WD SeNtINeL™ DX4000
중소기업용 스토리지 서버

WD Sentine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wdsentinel.com을 참조하십시오.

WD Sentinel 소개

WD GUARDIAN™ 서비스

표준 지원 WD Sentinel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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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부품 교체를 제공합니다.2 

• 표준 지원 포함 

•  보증 기간 동안 하드웨어 지원 및 신속한 부품 교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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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후 30일 내에 활성화해야 함

WD Guardian 
Pro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WD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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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구매 후 30일 내에 활성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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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구매 후 30일 내에 활성화해야 함 

•  WD Guardian Extended Care는 동일 WD Sentinel  
제품에 대해서는 갱신할 수 없음 

1표준 RMA 서비스, 고급 교체 옵션, 신속한 하드웨어 교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역별 
지원 완료 시간은 http://support.wdc.com을 참조하십시오. 
2고객 위치까지의 배송료는 WD에서 지불합니다. 사용하던 부품을 WD로 반송하는 운송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신속한 부품 교체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시간과 배송 시간은 www.wdguardian.com을 참조하십시오.
3지역별 지원 전화 번호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려면 http://support.wdc.com을 참조하십시오. 



1. 포괄적인 WD, Intel® 및 Microsoft® 
솔루션.
WD Sentinel은  유수의  산업  리더들이  공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Intel® Atom™ 듀어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일상적인 컴퓨팅 및 파일 저장 요구를 손쉽게 
처리하는 한편,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소기업 환경을 위한  
안전하고 관리하기 쉬운 스토리지 서버를 제공합니다.

2. 손쉬운 설치. 간편한 관리. 
WD Sent i ne l에는  비즈니스  파일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시보드에서  설치 
과정을 신속히 안내해주며  
WD Sentinel에서 지능적으로  
드라이브와  네트워크의 
상태를 관리하므로 유지관리  
시간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25대의 Windows 및 Mac® 장치에 
대한 백업 기능을 포함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최대 25대까지 
보호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백업 데이터에 대한 보관 정책 지원. 
산업  규정을  충족하는  백업  데이터  보관  정책을 
정의합니다(Windows 클라이언트 백업만 해당).

상위 10개 주요 특징:

5. 보안 원격 액세스. 
직원이  노트북 ,  울트라북 ,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이동 중에 또는 고객 
현장에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WD Sentinel을 통해 고객, 공급업체 그리고 기업 외부 
관계자에게 보안 액세스 권한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보호. 
WD Sentinel은 안정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된 하드 
드라이브로 사전 구성됩니다. 또한 뛰어난 성능과 데이터  
보호를 위해 RAID를 지원하고, 중복 전원 공급 장치와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이 장애 조치 모드로 구성됩니다.

7. iSCSI 대상을 사용한 가상 스토리지. 
S t a r W i n d ®가  지원하 는  
W D  S e n t i n e l의  사 용자 
친화력이 뛰어난 iSCSI 대상 
기능 을  사 용하 여  i S C S I 
대상의 배포, 설정 및 관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Mac OS®의 완벽한 지원.
WD Sentin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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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를 사용하여 이더넷을 통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하고, Mac용 관리 대시보드 
기능을 사용하여 WD Sentinel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 2개 재설정 USB 3.0 포
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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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oin d’aide?

For complete details about each WD Guardian 
Services plan, visit www.wdguardian.com

For the terms & conditions associated with 
WD Guardian Services, visit http://sup-
port.wdc.com/tc.asp

Pour tous les détails sur WD Guardian Services, 
rendez-vous sur www.wdguardian.com

Pour tous les termes et conditions des WD Guardian 
Services, rendez-vous sur http://sup-
port.wdc.com/tc.asp

WD GUARDIAN
™

SERVICES
support plan / extension de garantie

4001-705886-A01

YEAR / ANS for / pour WD Sentinel DX4000

WD GUARDIAN
EXPRESS1

9. 간편한 관리.
원격 액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클라이언트의  
WD Sentinel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시보드를 통해 드라이브, RAID 및 네트워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업 일정을  
설정하고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고  공용  및  개인  
공유를  관리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간편한  작업 
마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WD Guardian™ 
서비스로 보호. 
WD는 모든 WD Sentinel  
소유자에게 표준 고객 지원 
및  보증을  제공합니다.  
WD Guardian 서비스는 
소기업  고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보증 옵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