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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제품 정보
키트 구성품

WD Sentinel™ DX4000 소규모 사무실용 스토리지 서버
이더넷 케이블
AC 어댑터
빠른 설치 안내서

옵션 부속품
이 제품의 옵션 부속품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www.shopwd.com (미국 전용)
을 방문하십시오.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http://support.wdc.com을 방문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로컬 네트워크:
– 라우터/스위치(성능을 극대화하려면 기가비트 이더넷 권장)

– DHCP 사용

클라이언트 컴퓨터: 아래 나열된 Windows 운영 체제 중 하나를 실행하는 클라
이언트 컴퓨터.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호환성: 
– Windows XP SP3(32비트)

– Windows Vista® SP2(32 또는 64비트)

– Windows 7(32 또는 64비트) 모든 버전

– Mac® OS X Leopard® 

– Mac® OS X Snow Leopard® 

– Mac® OS X Lion™*

광대역 인터넷 연결: LAN 외부에서 원격 액세스에 필요

시스템 뷰(전면)

* Mac OS X Lion의 경우, WD Sentinel 서버가 Microsoft 및 Western Digital의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
이트 했는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키트 구성품

WD Sentinel™ DX4000

이더넷 케이블

AC 어댑터

빠른 설치 안내서

스크롤 버튼전원 버튼

전원/상태 LED

드라이브 상태 LED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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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뷰(후면)

소개

본 빠른 설치 안내서는 WD Sentinel 서버를 설치하고 Windows® PC 및 Mac® 컴퓨터를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참고: Mac 컴퓨터를 WD Sentinel 서버에 연결하려면 먼저 Windows PC에서 WD Sentinel 서버를 연결하고 구
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WD Sentinel을 연결한 모습

전원 포트
1 & 2

이더넷 포트
 1 & 2

USB 포트
1 & 2

재설정/복구
버튼

킹스턴 보안 잠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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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역할

관리자
(예: 업무 책임자)

내부 사용자
(예: 직원)

외부 사용자
(예: 클라이언트 또는 비즈니

스 파트너)

기본 설치 작업 

• WD Sentinel 서버를 물리적으로 네
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WD Sentinel 서버를 구성합니다. 이
절차는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 Windows PC에 Connector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 WD Sentinel 서버
와 연결시킵니다.

기본 설치 작업 

• 없음

기본 설치 작업 

• 없음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 대시보드 – 관리자 암호로 로그인합
니다(사용자 이름은 필요 없음).

기본 인터페이스 

• 실행 패드 – 할당된 사용
자 이름과 암호로 로그인
합니다.

보조 인터페이스

• 원격 웹 액세스 – 원격으
로 액세스하면서 할당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로그인합니다.

기본 인터페이스 

• 원격 웹 액세스 – 할당
된 사용자 이름과 암
호로 로그인합니다.

대시보드 작업 예

•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고 권한을 할
당합니다. 

• 공유 폴더를 관리합니다.
• 자동 백업 일정을 설정하고 관리합
니다. 

• WD Sentinel 서버 설정을 관리하고
경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버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 원격 웹 액세스를 설정합니다. 
• 업데이트를 관리합니다.

실행 패드 작업 예

• 공유 스토리지의 데이터
에 액세스합니다. 

• 수동 백업을 시작합니다. 
• 원격 웹 액세스를 실행합
니다.

원격 웹 액세스 작업 예

• 공유 스토리지의 데이터
에 액세스합니다. 

• 원격으로 사무실에 있는 
PC에 연결합니다.

•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액
세스합니다.

원격 웹 액세스 작업 예

• 공유 스토리지의 데이
터에 액세스합니다. 

•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합니다.

참고: 각 사용자 계정에 대해 WD Sentinel 서버를 통해 관리자가 다양한 공유 폴더를 비롯하여 원격 웹 액세스 등의
서버 리소스에 대한 세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용자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서버의 데이터와 그 밖의 서
버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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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WD Sentinel DX4000 서버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1. 제공된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WD Sentinel
서버(이더넷 포트 1 또는 2)를 DHCP 지원 LAN에
연결합니다.

2. 제공된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WD Sentinel
서버(전원 포트 1 또는 2)를 전기 콘센트나 UPS
에 연결합니다. 

3. on/off 버튼을 1초 동안 한 번만 눌러 WD Sentinel 
서버를 켭니다.

4. 서버를 구성하기 전, WD Sentinel 서버 전면의
LCD에 WDSENTINEL 및 IP 주소가 표시될 때까
지 기다립니다.

2단계. WD Sentinel 서버를 설정합니
다(한 번만 수행).
이제 WD Sentinel DX4000 서버를 구성할 준비가 되
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한 번만 수행하는 설치 마
법사를 사용하여 서버를 처음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 단계는 WD Sentinel DX4000 서버와 동일한 네
트워크 및 서브넷에 연결된 windows PC에서 수행해
야 합니다.

1. 열린 브라우저 창의 주소 필드에 
http://<IP address>/connect를 입력한 후 Enter
를 클릭하여 설치 마법사 다운로드 화면을 표시
합니다. WD Sentinel 서버의 LCD에 표시된 IP 주
소를 사용합니다. 
예: http://192.168.123.225/connect

2. 설치 마법사 다운로드 및 실행을 클릭합니다.

3.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실행 및 예 중 해당 항
목을 클릭합니다.

2

1

경고!  이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
니다. 프로세스를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WD 
Sentinel 서버를 끄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중요: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전에
Windows 컴퓨터에 최신 필수 및 선택적 Microsoft
업데이트를 모두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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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된 목록에서 서버 언어를 선택하고 화살표
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5. 지역화 설정을 확인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값을 선택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하여 날짜와 시간을 살펴본 후, 설정
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하여 Microsoft 및 Western Digital 사
용권 계약서를 표시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고
사용권 조건에 동의하는 확인란을 모두 선택합
니다.

8. 다음을 클릭하여 WD Sentinel 서버를 개인 설정합
니다.

a. WD Sentinel 서버에 WDSENTINEL의 기본 이름이
지정됩니다. WD Sentinel 서버에 Company-Name
과 같이 고유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1-12문자를
포함해야 하고 대문자, 소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
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이픈을 포함할 수 있지만
공백이나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음).

경고!  이후에는 WD SENTINEL 서버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둘 이상의
WD Sentinel 서버가 있는 경우 이름이 충돌하
지 않도록 고유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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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암호를 입력하고 다시 한 번 입력합니다(암호는 8
자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범주 중 3개 이상을 포함
해야 함.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기호; 공백은 허용
되지 않음) 이것은 관리자 암호입니다. 나중에 이
암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WD Sentinel 서버에 연결하고 관리 대시보드에 액
세스합니다. 

c. 암호를 기억해낼 수 있는 힌트를 입력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하여 서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
법을 지정합니다. 항목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화면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지금 제공될 수 있는 Windows 업
데이트에 따라 이후 설치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
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시작됩니다. 화면의 진행 표시줄과 
WD Sentinel 서버의 LCD를 통해 설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WD Sentinel 서버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0. 이 Windows PC 컴퓨터를 서버에 연결하려면, 
이 컴퓨터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
한 다음 3단계로 진행합니다.

3단계: 첫 번째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이제 한 대의 Windows PC (일반적으로 사용 중
인 컴퓨터)에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WD
Sentinel 서버와 연결합니다. 

참고: WD Sentinel 서버에 Mac 컴퓨터를 연결하려
면 먼저 호환 Windows 클라이언트 OS를 실행하
는 Windows PC를 사용하여 WD Sentinel 서버를
연결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클라이언트 컴퓨
터(Windows PC)와 WD Sentinel 서버가 연결되고 실행
패드 및 대시보드가 설치됩니다. 사용자는 실행 패드
를 사용하여 권한을 가진 서버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관리자는 대시보드에 액세스하여 WD Sentinel 서버
관리, 사용자 계정 설정 및 공유 폴더 액세스 관리 등
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한 백업 일
정에 따라 Windows PC가 WD Sentinel 서버에 자동 백
업을 매일 실행하도록 구성됩니다.

경고!  관리자 암호를 잊어버리는 경우, 복구
가 불가능하고 모든 데이터를 잃을 수 있습니
다. 암호를 기록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
십시오. 

중요:  이 프로세스는 최대 30분이 소요될 수 있
으며 컴퓨터를 한 번 이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를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WD Sentinel
서버를 끄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중요: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로드하기 전에, 
컴퓨터의 Windows 운영 체제를 최신으로 업데
이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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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 Sentinel 서버에 연결한 모든 Windows PC에서 
다음 절차를 한 번만 실행합니다.

1. Windows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참고: Connector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열고 주소 필드에 
http://<IP address>/connect를 입력합니다.
예: http://192.168.123.225/connect WD Sentinel
서버의 LCD에 WD Sentinel 이름과 IP 주소가 표
시됩니다.

2.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실행 및 예 중 해당 항
목을 클릭합니다. 

참고: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서버에 컴퓨터 연결 마법사 개요가 표시됩니다.

3.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정보를 표시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하여 진행 표시줄을 표시합니다. 설
치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30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로그온 화면에서 WD Sentinel 서버의 관리자 암
호를 입력합니다. 

6. 다음을 클릭하고 컴퓨터에 대한 고유 설명을 입
력하여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해당 컴퓨터를 구
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하여 웨이크업 옵션을 표시하고 항
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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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을 클릭하여 Microsoft 프로그램 옵션을 표
시하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9.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대시보
드를 열어 WD Sentinel 서버를 구성하고 모니터
링하기 위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마침을 클릭
합니다.

참고: '대시보드를 열고 서버를 관리합니다' 옵션
을 선택하고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대
시보드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WD Sentinel 서버의 공유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하
려면 대시보드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공유 폴
더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합니다

10.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대
시보드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4단계: 대시보드(Windows PC 전용)
및 실행 패드에 액세스합니다.
대시보드는 WD Sentinel 서버에 이미 연결된
Windows PC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로드한 후 대시보드 로그
인 화면을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화면이 표시
됩니다. 또는 

시작 또는  > (모든) 프로그램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대시보드 로그인(관리자)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생성,
공유 폴더와 다른 서버 리소스의 액세스 권한 설정,
공유 폴더 관리 및 WD Sentinel 서버 모니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대시보드 로그인 화면에서 관리자 암호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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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살표를 클릭하여 대시보드를 표시합니다.

실행 패드 로그인(사용자)
사용자 이름, 암호 및 대시보드 권한을 지정하여 사
용자를 설정하면 사용자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실
행 패드 로그인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Windows PC:

시스템 트레이에서 실행 패드 아이콘  을 마우
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실행 패드 열기를
선택합니다. 
실행 패드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시작 또는  > (모든) 프로그램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실행 패드로 이동합니다. 

1.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2.   화살표를 클릭하여 실행 패드를 표시합니다. 여
기에는 백업, 원격 웹 액세스, 공유 폴더 및 대시
보드의 4가지 작업이 나열됩니다. 

3.   대시보드를 클릭하여 대시보드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관리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 암호를 알고 있는 사용자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
면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5단계: 다른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WD Sentinel 서버에 한 대의 Windows PC를 연결한
후에는 WD Sentinel 서버에 Windows PC 또는 Mac
컴퓨터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최대 24대).

중요 단계
컴퓨터에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Windows 컴퓨터에 는 최신 필수 및 선택적
Microsoft 업데이트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WD Sentinel 서버에 진행 중인 백업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대시보드의 컴퓨터 및 백업 탭에 활성화
된 백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실행 중
인 백업이 표시됩니다. 

Connector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대시보드를 사용
하여 작업 시간 후에 자동 일정 백업이 실행되도록
설정합니다. 초기 연결 과정 중에 수동 백업을 실행
하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상의 방법: 
대시보드 홈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작업을 완
료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WD Sentinel DX4000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하나 이상의 활성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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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PC 추가 연결
1. Internet Explorer를 열고 주소 필드에 

http://<IP 주소>/connect를 입력합니다. 예: 
http://192.168.123.225/connect WD Sentinel 서
버의 LCD에 WD Sentinel 이름과 IP 주소가 표시
됩니다. 

2. 연결하려는 모든 Windows PC에 대해 55페이지
의 3단계를 반복합니다.

Mac 컴퓨터 연결
WD Sentinel 서버에 첫 컴퓨터를 연결한 후(Windows
PC 사용) Mac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Safari를 열고 WD Sentinel 서버의 LCD에 표시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주소 필드에 
http://<IP address>/connect를 입력합니다. 예:
http://192.168.123.225/connect.

2. Mac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화살표를 클릭합
니다.

3. 다운로드할 Connector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Connector for Mac 경고 화면에서 열기를 클
릭합니다.

4. 이 Mac 컴퓨터를 관리하는 계정의 사용자 이름
과 암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서버에 컴퓨터 연결 마법사의 왼쪽에 7개의 창이
나열됩니다. 계속을 클릭하여 이러한 단계를 하
나씩 이동합니다.

6. WD Sentinel 서버의 LCD 화면에 표시된 WD
Sentinel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
릭합니다. 

7. Mac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컴퓨터 이름을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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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D Sentinel 서버의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계
속을 클릭합니다.

9. 진행 표시줄이 나타나고 컴퓨터 설명 화면이 표
시됩니다. Mac 컴퓨터에 대한 고유 설명을 입력
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10. 진행 표시줄에 설치 상태가 표시되고 요약 화면
이 표시되어 컴퓨터가 서버에 연결되었음을 알
려줍니다. 시작 시 실행 패드 자동 시작 확인란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실행 패드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에서 설정된 사용자(Windows PC 사용)가 여기서
로그인합니다.

참고: Mac 컴퓨터에서는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11. 실행 패드에 백업, 원격 웹 액세스 및 공유 폴더
의 3가지 옵션이 표시됩니다. 

WD Sentinel 서버 재부팅
다음은 Windows PC를 사용하여 WD Sentinel 서버
를 재부팅하는 가장 완전한 절차입니다.

1. 대시보드 홈 페이지에서 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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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화면 하단 왼쪽에서 종료 화살표를 클릭하
고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기술 지원 서비스
http://support.wdc.com
www.westerndigital.com

본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WD 기술 지
원 팀으로 연락하십시오. 

Western Digital
3355 Michelson Drive, Suite 100
Irvine, California 92612 
U.S.A.

Western Digital, WD, WD 로고 및 My Book은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상표이고 My Book Live 는 상표
입니다. 이 문서에 나온 그 밖의 다른 표시는 해당 회사의 자산일 수 있습
니다.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2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All rights reserved.

4079-705082-301 2012년 5월

경고!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불
완전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
스템 확인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북미

영어 855.556.5117 
스페인어 855.556.5117 
아시아 태평양 +800.6008.6008

일본 00 531 650442
유럽(수신자 부담*) 00800.27549338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
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럽(수신자 부담 아님) +31.880062100

중동 +31.880062100
아프리카 +31.880062100

중요:  WD Sentinel 서버 성능을 완벽하게 활용하
려면 http://www.wdc.com/wdproducts/updates/
에서 WD Sentinel DX4000 관리 안내서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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