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디스크 미포함 모델 제외

직원이 최대 50명 규모인 기업 및 고성능 사용자를 위한  

완벽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솔루션과 사설 클라우드

Seagate® NAS Pro 2-bay는 고성능 네트워크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가장 손쉬운 설치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NAS Pro 2-bay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는  
Seagate 드라이브를 포함하여 설치 시간을 단 몇 분으로 줄여주고 안정된 성능을 장기간 제공합니다.  

또한, Seagate는 각 NAS Pro 2-bay가 출하되기 전까지 수 시간 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NAS Pro 2-bay는 사용의 편리함, 성능, 신뢰성 뿐만 아니라, 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춘 Seagate NAS OS 4 소프트웨어를 통해 NAS로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NAS OS 4의  
App Manager로 NAS를 IP 카메라용 녹음 솔루션으로 만들어주는 보안 감시 앱과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는 

안티-바이러스 앱 등을 설치해 NAS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AS 전용으로 설계된 최신 Intel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넉넉한 메모리와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이 되는 NAS Pro 2-bay는 데이터 집약적인 업무에 필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사진 및 비디오 편집, 대형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또는 다수의 동시 PC/Mac 백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하드웨어가 내장된 NAS Pro 2-bay는 멀티 태스킹에 능하며 다수의 NAS OS 4 추가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드라이브는 모든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 중심으로 Seagate는 NAS 시스템을 위한 특별한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NAS Pro 2-bay에 포함된 Seagate NAS HDD 드라이브는 다양한 비즈니스 응용 분야에 

필요한 성능을 상시 전달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현재 출시된 어느 제품보다 발열량이 낮습니다.1  

또한, NAS HDD 드라이브는 표준 데스크톱 드라이브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비즈니스에 중요한 파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사양

소매 포장 제품 규격 박스 크기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팔레트 크기

길이(인치/mm) 4.724/120 10.63/270 21.929/557 47.992/1,219

너비(인치/mm) 8.543/217 12.441/316 13.032/331 40/1,016

깊이(인치/mm) 6.791/172.5 9.055/230 10.079/256 46.457/1,180

무게(파운드/kg) 7.711/3.505 9.324/4.238 21.683/9.856 575.41/261.55

수량

마스터 카톤 당 상자 2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24

팔레트 층 4

시스템 요구 사항

LAN(Local Area Network) Microsoft Windows® XP, Vista®, 7 또는 8 최신 버전

사용 가능한 10/100/1000 이더넷 포트가 있는 유선 라우터 Mac OS® X 10.5, 10.6, 10.7, 10.8 또는 10.9

인터넷 연결(시스템 업데이트 및 웹 액세스용) 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또는 Chrome 최신 버전

박스 내용물

Seagate NAS Pro 2-Bay 빠른 시작 가이드 

이더넷 케이블 3년 제한 보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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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모든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agate는 별도의 통지 없이 제품의 품목 또는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S1819.1-1405KR

지역 제품 용량2 모델 번호 UPC 코드 멀티 팩 UPC

APAC Seagate NAS Pro 2-Bay — STDD300 763649058916 10763649058913 

APAC Seagate NAS Pro 2-Bay 2TB STDD2000300 763649058923 10763649058920

APAC Seagate NAS Pro 2-Bay 4TB STDD4000300 763649058930 10763649058937

APAC Seagate NAS Pro 2-Bay 8TB STDD8000300 763649058947 10763649058944 

APAC Seagate NAS Pro 2-Bay2-Bay 10TB STDD10000300 763649058954 1076364905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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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NAS Pro 2-bay의 스토리지 볼륨은 사전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RAID 구성에 비해 

설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1 당사의 디스크 미포함 모델을 구입하시거나  

기본 구성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그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게 SimplyRAID™ 
기술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NAS OS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SimplyRAID 
기술이 성능, 용량 및 중복성을 밸런싱하여 가장 적합한 RAID 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implyRAID 기술의 또다른 혜택은 귀하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곧바로 파일을 저장하고 NA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AID  
볼륨을 구축하는데 더 이상 몇 시간 또는 며칠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NAS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파일을 공유 및 액세스하고, 자유롭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PC, Mac, Android, iPhone 및  
iPad용 Seagate Sdrive™ 소프트웨어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PC 및 Mac용 
Sdrive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어디서나 귀하의 NAS에 저장된 

파일에 가장 직관적인 접속을 제공합니다. Sdrive 소프트웨어로 NAS는 귀하의 

컴퓨터에 연결된 또다른 드라이브로 표시되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고, 썸네일을 보고 열 수 있게 합니다. 모바일 기기용 Sdrive 앱은 

강화된 보안 성능으로 파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은 NAS를 떠나기 전에 

먼저 암호화되며 귀하의 모바일 기기의 Sdrive 앱으로만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에 

암호를 풀고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