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D Sentinel™ DX4000
소규모 사무실용 스토리지 서버
소기업 환경용으로 특수 설계된 WD Sentinel DX4000은 
설치가 간편한 소규모 사용실용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이 제품은 직원과 고객, 공급업체에 보안이 유지되는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완벽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액세스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어디서든 원격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업계를 주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WD  Sentinel은  사무실  네트워크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과적이며 관리하기 쉬운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특징 및 장점

소유 비용 절감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최대 25대까지 보호 
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각 컴퓨터마다 추 
가로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 
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 파트너가 이뤄낸 완벽한 솔루션
 •  안정성, 품질 및 성능에 최적화된 하드 드라이브.
 •  Dual Core Intel® Atom™ D525 프로세서.
 •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소프트웨어.

간단한 서버 설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마법사 기반 설치 프로세스를 
통해 WD Sentinel 서버를 사무실 네트워크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Connector 소프트웨어
포함된 Connector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네트워크의 
컴퓨터를 WD Sentinel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및 파일 관리
보안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는 해당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사용자를 위해 빠른 파일 보관과 복구를 
보장합니다.

자동 서버 기반 백업
WD Sentinel 서버는 서버에 연결된 최대 25대 컴퓨 
터의 전체 이미지를 자동으로 백업하여 저장합니다.

파일-폴더 또는 베어 메탈 복원
서버에서의 데이터 복원이 매우 쉽습니다. WD Sentinel
에 저장된 이미지 기반 백업에서 개별 파일과 폴더를 
복구하거나 전체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블록 레벨 중복 제거
WD Sentinel은 네트워크상에서 효율적인 클라이언트 
컴퓨터 백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뛰어난 블록 레벨 
중복 제거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안 원격 액세스
보안 원격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맞춤형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여 어디서든 WD Sentinel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WD Sentinel은 또한 모니터되는 
컴퓨터에 대한 원격 데스크탑 액세스를 제공하는 
포털 역할도 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관리 대시보드
관리 대시보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관리, 폴더 권한 
할당, 백업 일정 설정 등 일반적인 마법사 기반 관리 
작업을 빠르게 안내합니다.

Active Directory 조인
Active Directory 조인 기능을 통해 WD Sentinel
을 기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 
니다.

DLNA® 미디어 서버
내장된  DLNA 미디어  서버를  통해  직원은  각자의 
컴퓨터에 미디어 복사본을 두는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WD Sentinel의 공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패널
장치  전면에  위치한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시스템 상태와 중요 경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교차 플랫폼 파일 공유
WD Sentinel은 CIFS/SMB, AFP, NFS, WebDAV 및 
FTP와 같은 업계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다양한 
Windows 및 비-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동 RAID 마이그레이션 및 용량 확장
빈 드라이브 베이에 드라이버를 추가하면 WD Sentinel
이 해당 RAID 레벨로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서버의 스토리지 용량이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첨단 성능 
WD Sentinel은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을 통해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85 Mb/s 이상의 
읽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고가용성과 신뢰성,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 각 WD Sentinel은 WD의 안정적이고 내구성 강한 
서버급 하드 드라이브로 사전 구성됩니다. 

 • RAID 레벨 1 또는 5는 추가적인 데이터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 자동 서버 기반 백업 및 복원 기능으로 컴퓨터의 
데이터 또는 네트워크를 항상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는 이중화와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 옵션 품목인 듀얼 전원 공급 장치는 가동 시간을 
증가시켜줍니다.

iSCSI 대상을 사용한 가상 스토리지
StarWind®가 지원하는 WD Sentinel의 사용자 
친화력이 뛰어난 iSCSI 대상 기능을 사용하여 iSCSI 
대상의 배포, 설정 및 관리를 쉽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WD Guardian™ 서비스
Western Digital은 모든 WD Sentinel 소유주를 
대상으로 표준 고객 지원과 보증을 제공합니다.  
WD Guardian 서비스에서는 소기업 고객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보증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wd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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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Digital, WD 및 WD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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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양과 포장 명세서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 보증 기간은 제품이 구입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제한 보증 조건과 이러한 지역에 속하는 특정 국가 목록을 보려면 웹 사이트(http://support.wdc.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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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용량에 사용된 단위는 1테라바이트(TB = 1조 바이트)입니다. 액세스 가능한 총 용량은 운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전송 속도 또는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단위는 초당 메가바이트
(Mb/s = 초당 100만 바이트), 초당 기가비트(Gb/s = 초당 10억 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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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고성능(10/100/1000)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
USB 3.0 포트 2개

CPU Dual Core Intel® Atom D525 1.80 GHz 프로세서

메모리 2기가바이트 SODIMM DDR3-800

서버 운영 체제 Windows Storage Server 2008 R2 Essentials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

Windows XP(서비스 팩 3), 32비트 버전만
Windows Vista®(서비스 팩 2), 32비트와 64비트 플랫폼 모두
Windows 7, 32비트와 64비트 플랫폼 모두
Mac OS® X Mountain Lion, Mac OS X Leopard, Mac OS Snow Leopard 및 Mac OS X Lion*
Mac OS 클라이언트용 Time Machine® 백업 지원
Linux® 및 Unix®에 대한 파일 공유 지원

네트워크 프로토콜 CIFS/SMB, AFP, NFS, HTTP, HTTPS, FTP, WebDAV, Bonjour

파일 공유 프로토콜 CIFS/SMB, AFP, NFS, WebDAV, FTP

드라이브 베이 4개의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베이, 핫스왑 지원, 트레이 없는 디자인

내부 하드 드라이브 2개 또는 4개의 WD 3.5인치 SATA 하드 드라이브, RAID 전용 TLER(Time-Limited Error Recovery) 지원
WD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능은 데스크탑 드라이브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확장 하드 드라이브 오류 
복구 프로세스에 의한 드라이브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24시간 지속되는 안정성 
120만 시간의 MTBF(100% 듀티 사이클에서 테스트)를 지원하는 이러한 드라이브는 대용량 드라이브 중 가장 높은 
안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회전 진동 허용 한계 개선
최적화된 드라이브 메커니즘, 시스템 특성, 그리고 프로세스 유효성 검증은 진동이 심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승인된 드라이브 모델 
WD Sentinel DX4000에 호환되는 하드 드라이브 목록을 보려면 support.wdc.com에 방문하여 지식 베이스 #9443을 
참조하십시오.

RAID 지원 RAID 1(하드 드라이브 SKU 2개) 및 RAID 5(하드 드라이브 SKU 4개)
자동 RAID 마이그레이션 및 용량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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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인증 Active Directory 조인

LCD 패널 16자씩 두 줄로 상태와 경고 알림

스위치 전원 버튼
LCD에 표시된 메시지 스크롤을 위한 버튼

LED 전원 LED 1개 
드라이브 베이 LED 4개

전원 외부 전원 포트 2개
중복 장애 조치

전원 공급 장치 입력 전압: 100 V ~ 240 V AC 
입력 주파수: 50 ~ 60 Hz 
출력 전압: 19 V DC, 최대 6.32 A

온도 작동 온도: 5 ~ 35 °C (41 ~ 95 °F) 
비작동 온도: -20 ~ 65 °C (-4 ~ 149 °F) 

사용 가능한 용량 4 TB (2 x 2 TB)
6 TB (2 x 3 TB)
8 TB (4 x 2 TB)
12 TB (4 x 3 TB)
16 TB (4 x 4 TB)

물리적 사양 높이: 206 mm (8.10인치)
깊이: 160 mm (6.3인치)
너비: 224 mm (8.8인치)

무게 4 TB 및 6 TB: 4.88 kg (10.76파운드)
8 TB,12 TB 및 16 TB: 6.35 kg (14.0파운드)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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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