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gate® NAS Pro 2-bay Seagate® NAS Pro 4-bay Seagate® NAS Pro 6-bay

운영 체제 Seagate NAS OS 4(임베디드 리눅스) Seagate NAS OS 4(임베디드 리눅스) Seagate NAS OS 4(임베디드 리눅스)

하드웨어

1.7Ghz 듀얼 코어 Intel® 64비트 프로세서 1.7Ghz 듀얼 코어 Intel® 64비트 프로세서 1.7Ghz 듀얼 코어 Intel® 64비트 프로세서

2GB DDRIII 2GB DDRIII 2GB DDRIII 

소형 데스크탑 폼 팩터 섀시 소형 데스크탑 폼 팩터 섀시 소형 데스크탑 폼 팩터 섀시

전원 켜기/끄기 버튼 전원 켜기/끄기 버튼 전원 켜기/끄기 버튼

시스템 초기화 버튼(핀홀) 시스템 초기화 버튼(핀홀) 시스템 초기화 버튼(핀홀)

원터치 백업 원터치 백업 원터치 백업 

Kensington 보안 슬롯 Kensington 보안 슬롯 Kensington 보안 슬롯 

전원 및 디스크 작동 표시 LED 전원 및 디스크 작동 표시 LED 전원 및 디스크 작동 표시 LED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제어 버튼 제어 버튼

HDD 지원

SATA II 채널 2개 SATA II 채널 4개 SATA II 채널 6개

핫 스왑 가능 HDD 트레이 핫 스왑 가능 HDD 트레이 핫 스왑 가능 HDD 트레이

2.5인치 및 3.5인치 HDD 지원 2.5인치 및 3.5인치 HDD 지원 2.5인치 및 3.5인치 HDD 지원

디스크 미포함: 지원되는 HDD는 하드 드라이브 호환 목록에서 
확인 가능

디스크 미포함: 지원되는 HDD는 하드 드라이브 호환 목록에서 
확인 가능

디스크 미포함: 지원되는 HDD는 하드 드라이브 호환 목록에서 
확인 가능

Seagate 3.5인치 NAS HDD 드라이브가 탑재된 사전 구성 모델 3.5인치 Seagate NAS HDD 드라이브가 탑재된 사전 구성 모델 3.5인치 Seagate NAS HDD 드라이브가 탑재된 사전 구성 모델

RAID 및 
데이터 관리 

SimplyRAID™(기본) SimplyRAID(기본) SimplyRAID(기본)

- 자동 RAID 마이그레이션, 볼륨 확장, HDD 조합 - 자동 RAID 마이그레이션, 볼륨 확장, HDD 조합 - 자동 RAID 마이그레이션, 볼륨 확장, HDD 조합 

표준 RAID 표준 RAID 표준 RAID

- JBOD - JBOD - JBOD

- RAID 0, 1 - RAID 0, 1 - RAID 0, 1

볼륨 암호화 - RAID 5, RAID 5(핫 스패어 지원, 3개 이상의 HDD 구성용) RAID 5, RAID 5(핫 스패어 지원, 3개 이상의 HDD 구성용)

볼륨 복구용 복원 모드 - RAID 6(3개 이상의 HDD 구성용) - RAID 6(3개 이상의 HDD 구성용)

네트워크 휴지통 - RAID 10 - RAID 10

볼륨 암호화 볼륨 암호화

볼륨 복구용 복원 모드 볼륨 복구용 복원 모드

네트워크 휴지통 네트워크 휴지통

전력

외장 PSU, 60W, 100 ~ 240V AC, 50/60Hz 외장 PSU, 120W, 100 ~ 240V AC, 50/60Hz 외장 PSU, 150W, 100 ~ 240V AC, 50/60Hz

전원 ON/OFF 예약 전원 ON/OFF 예약 전원 ON/OFF 예약

디스크 회전 속도 감소로 절전 모드 진입 디스크 회전 속도 감소로 절전 모드 진입 디스크 회전 속도 감소로 절전 모드 진입

웨이크-온-LAN(WOL) 웨이크-온-LAN(WOL) 웨이크-온-LAN(WOL)

정전 후 자동으로 전원 켜짐 정전 후 자동으로 전원 켜짐 정전 후 자동으로 전원 켜짐 

UPS 지원으로 정상적인 종료 과정 수행 가능 
(SNMP를 통한 USB 및 네트워크)

UPS 지원으로 정상적인 종료 과정 수행 가능 
(SNMP를 통한 USB 및 네트워크)

UPS 지원으로 정상적인 종료 과정 수행 가능 
(SNMP를 통한 USB 및 네트워크)

전력 소비 (2TB HDD 2개 사용 시): 전력 소비(2TB HDD 4개 사용 시): 전력 소비(2TB HDD 6개 사용 시): 

- 운영 모드: 44W - 운영 모드: 64W - 운영 모드: 85W

- 절전 모드: 30W - 절전 모드: 49W - 절전 모드: 69W

- WOL 모드: 0.5W - WOL 모드: 0.5W - WOL 모드: 0.5W

규격

치수 (mm/인치): 170/6.69 H x 120/4.72 W x 218/8.58 D 치수 (mm/인치): 170/6.69 H x 174/6.85 W x 218/8.58 D 치수 (mm/인치): 170/6.69 H x 236/9.29 W x 218/8.58 D

HDD 미포함 무게(kg/파운드): 1.750/3.86 HDD 미포함 무게(kg/파운드): 2.450/5.40 HDD 미포함 무게(kg/파운드): 2.995/6.60

작동 온도(°C): 0 ~ 40 작동 온도(°C): 0 ~ 40 작동 온도(°C): 0 ~ 40

비작동 온도(°C): –40 ~ 65 비작동 온도(°C): –40 ~ 65 비작동 온도(°C): –40 ~ 65

작동/비작동 상대 습도(비응결, %): 0 ~ 80/0 ~ 95 작동/비작동 상대 습도(비응결, %): 0 ~ 80/0 ~ 95 작동/비작동 상대 습도(비응결, %): 0 ~ 80/0 ~ 95

기술 사양



네트워킹

듀얼 기가비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애 및 링크 통합

대형 프레임

DHCP 및 고정 IP

IPv4/IPv6

Dynamic DNS

네트워크 파일 프로토콜 및 서비스

CIFS/SMB 

NFS v3

AFP

HTTP(S)

FTP/sFTP

SSH

SNMP

SMTP

NTP

UPnP

Bonjour

WebDAV

DFS-N

프린터

파일 시스템

내장: EXT4

외장: EXT2, EXT3, EXT4, NTFS, FAT32, HFS+

iSCSI 블록 스토리지

iSCSI 타겟

CHAP 인증

32 LUN

32 타겟

지원되는 브라우저(최신 버전)

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Google Chrome

소프트웨어 언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체코어

미디어 스트리밍

UPnP A/V 미디어 서버

DLNA 호환

iTunes™(DAAP) 서버

MTP 및 PTP 지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진 브라우저 및 오디오 

스트리밍

백업 솔루션

타사 백업 소프트웨어 지원

Time Machine™ 백업

외장 USB 드라이브와 NAS 양방간 백업을 위한 

수동 또는 예약 백업 작업

NAS 간 백업, 압축 옵션(증분 또는 전체)

NAS와 Rysnc 양방간 로컬 또는 원격 백업

CIFS/NFS/HTTP/FTP를 통한 백업 및 복원

Amazon S3에 백업

Box.com에 백업

시스템 구성 백업 및 복원

외부 포트

USB 3.0 포트 2개

USB 2.0 포트 1개

10/100/1000 Base-TX 2개

보안

관리 UI로 HTTPS 액세스

Windows Active Directory 지원

암호 인증 및 액세스 제어

사용자, 사용자 그룹

보안 쉘(SSH)

AES 256비트 볼륨 암호화

iSCSI 대상용 CHAP 인증

상호 CHAP

시스템 관리

HTTP/HTTPS를 통한 웹 기반 GUI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CPU, 메모리, 네트워크)

하드웨어 모니터링(섀시, 보드, 팬 상태) 

S.M.A.R.T. 정보

이벤트 로그 및 관리  

Seagate Network Assistant를 통한 제품 검색

디스크 없는 설치를 위한 NAS OS Installer

복원 모드 및 공장 설정으로 복원

자동 및 수동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구성 백업/복원

경고 관리 및 이메일 통보

지원되는 클라이언트

Windows® XP, Vista, 7, 8

Windows Server 2003/2008R2/2012

Mac OS 10.6 이상

Linux/Unix

www.sea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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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액세스

PC, Mac, 스마트폰 및 태블릿(iOS, Android)에 

원격 액세스 

Sdrive™ 클라우드 기반 보안 원격 액세스(포트 

포워딩 불필요)

MyNAS 웹 기반 원격 액세스

고객 구성으로 HTTP/FTP 원격 액세스

앱 매니저 및 앱

타사 애플리케이션용 오픈 API

앱 매니저

- 사용자 정의 설치에 이용 가능한 앱 패키지

- 사전 설치된 앱

- 앱 설치/삭제/실행/보류용 웹 기반 GUI

보안 감시 관리자(NVR)

최대 1,000대 이상의 네트워크 카메라 지원 

로컬 및 원격 실시간 보기

검색 및 시간대 기반 재생

카메라 및 이벤트 관리

최대 4개의 카메라 라이센스 지원

라이센스 관리(무료 카메라 라이센스 1개 포함)

모바일 앱 및 보안 감시 고객

보증

3년 제한 보증 서비스

박스 내용물

Seagate NAS Pro 2-Bay, 4-Bay 또는 6-Bay

Seagate NAS HDD 드라이브(디스크 없는  

모델 제외) 

빠른 시작 가이드 

이더넷 케이블 

전원 코드

http://www.seagate.com
http://www.bis.do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