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이나 웹 연결 없이도 액세스할 수 있는 모바일 스토리지  

Seagate Wireless Plus

Seagate® Wireless Plus로 유선이나 인터넷 없이도 미디어를 즐기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는 자체 Wi-Fi 네트워크를 생성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장치 없이도 태블릿으로 미디어와 파일을 무선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Dropbox®나  
Google Drive에 저장된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클라우드 파일을 Wireless Plus와 쉽게 동기화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OS, Android® 

태블릿 및 스마트폰, Kindle Fire와 Windows® 8|RT 기기를 위한 무료앱을 사용하면 어디서나  

미디어를 쉽게 탐색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담을 파일을 일일이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가져가세요! Wireless Plus는 500GB, 1TB 또는 2TB 용량의 내장형 스토리지로, 

수백 편의 영화나 수천 곡의 노래, 사진 및 문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1 PC나 Mac®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간편하게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Wi-Fi N보다 최대 10배 빠른 USB 3.0 
어댑터를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하세요.

Wireless Plus를 통해 최대 8대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동시에 액세스하여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 두어도 좋고, 탁자에 올려 두거나 차 안에 두어도 좋습니다. 최대  
46미터(150피트) 범위 내에서는 스토리지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체 
Wi-Fi 네트워크를 생성하므로 인터넷을 연결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계량적 사용 예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수치는 파일 크기, 파일 형식,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스토리지 

데이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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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입니다.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사용 중인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다른 측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보다 낮은 용량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열된 

용량의 일부는 포맷 및 기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양적 활용 사례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수치는 파일 크기, 파일 형식,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관련 저작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배터리 수명은 제품 모델, 정상적인 사용 조건 및 구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하십시오. Seagate는 

별도의 통지 없이 제품의 품목 또는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S1771.2-1403KR

지역 제품 색상 용량1 모델 번호 UPC 코드 멀티 팩 UPC

APAC Wireless Plus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 회색 500GB STCV500300 763649058206 —

APAC Wireless Plus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 회색 1TB STCK1000300 763649057605 10763649057602

APAC Wireless Plus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 회색 2TB STCV2000300 763649057636 10763649057633

사양

소매 포장 제품 규격 박스 크기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팔레트 크기

길이(인치/mm) 5.0/127 6.0/153 10.8/276 47.1/1,219

너비(인치/mm) 3.5/89 2.5/66 9.21/234 40.0/1,016

깊이(인치/mm) 0.8/21 8.0/205 6.61/168 44.37/1,127

무게(파운드/kg) 0.599/0.272 1.35/0.617 6.03/2.741 627.33/285.15

수량

마스터 카톤 당 상자 4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96

팔레트 층 6

팔레트 당 개수 384

시스템 요구 사항

웹 브라우저, iOS 6.0 이상, Android® 4.0 이상이 설치된 Wi-Fi 사용 가능 기기 또는 Kindle Fire

컴퓨터: Windows® 8|RT,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Mac® OS X 10.6 이상

내용물

Seagate® Wireless Plus 모바일 스토리지 장치 빠른 시작 가이드

USB 3.0 케이블 2년 제한 보증 서비스

소형 USB 콘센트 충전기

1 드라이브 용량에 관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Seagate Media 앱으로 쉽게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커버 아트, 메타데이터, 필터, 키워드 검색, 폴더 및 미디어 

보기로 대형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영화와 다른  

미디어를 귀하의 장치로 다운로드하면 Wireless Plus에 연결하지 

않고도 나중에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스토리지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경우, Seagate Media 앱을  

사용하여 갖고 계신 장치의 카메라 롤에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Wireless Plus 스토리지 장치로 쉽게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Wireless Plus를 통해 미디어를 TV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Wi-Fi를 통해 홈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만 하면 게임 콘솔, 스마트 TV,  

연결된 블루레이 플레이어 및 기타 DLNA 장치로 Wireless Plus의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pple TV®가 있으면 iPad, iPhone 
및 iPod 터치의 소형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을 AirPlay®를 통해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amsung 스마트TV, 블루레이 

플레이어,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Seagate Media 앱을 바로 

설치한 다음 간단 리모컨 탐색 기능으로 최적의 거실용 인터페이스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스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