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컴퓨터,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에 있는 디지털 자료의 간편한 백업을 위한 Seagate 
Backup Plus

Seagate® Backup Plus 데스크탑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SNS 등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디지털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쉽고 편리한 백업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Seagate Dashboard에 있는 Protect 기능을 통해서 원 클릭 백업 계획을 설정하거나 정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 로컬 백업이 자동으로 실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본을 갖게 되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OS 또는 Android 모바일 기기에 무료 Seagate 

Mobile Backup 앱을 설치하여 드라이브나 클라우드로 모든 사진 및 동영상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Wi-Fi 연결을 통하여 모바일 기기를 백업할 수 있고, 이동 중에는 Dropbox 또는 Google 

Drive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ve 기능으로 자주 이용하는 SNS 상의 사용자 생성 컨텐츠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추억의 

순간을 포착하여 SNS에 올린 후 Seagate Dashboard를 통해 게시물 내용과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해  

둘 수 있습니다. 

Share 기능을 사용하면 내 컴퓨터의 여러 자료를 한 번에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하여 포스팅할 사이트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며, 설명글도 쉽게 달 수 있습니다. SNS 

프로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사전 탑재된 Mac용 NTFS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드라이브를 포맷하지 않고도 Windows와 Mac®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데스크탑 드라이브



지역 제품 용량3 모델 번호 UPC 코드 멀티 팩 UPC

APAC Backup Plus 데스크탑 드라이브 2TB STDT2000300 763649053461 10763649053468

APAC Backup Plus 데스크탑 드라이브 3TB STDT3000300 763649053478 10763649053475

APAC Backup Plus 데스크탑 드라이브 4TB STDT4000300 763649053485 10763649053482

APAC Backup Plus 데스크탑 드라이브 5TB STDT5000300 763649053492 10763649053499

사양

소매 포장 제품 규격 박스 크기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팔레트 크기

길이(인치/mm) 7.063/179.4 8.346/212 11.220/285 44.764/1,137

너비(인치/mm) 4.650/118.10 8.583/218 9.409/239 40.00/1,016

깊이(인치/mm) 1.634/41.50 2.677/68 8.780/223 47.99/1,219

무게(파운드/kg) 1.892/0.860 2.750/1.250 11.656/5.298 789.518/358.872

수량

마스터 카톤 당 상자 4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64

팔레트 층 4

시스템 요구 사항

Windows® 8,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SP3(32비트 및 64비트) 운영 체제 또는 Mac OS X 10.6 이상1

SuperSpeed USB 3.0 포트(USB 3.0 전송 속도를 위해 필요하거나 USB 2.0 전송 속도로 USB 2.0 포트와의 역호환을 위해 필요)2

Seagate Mobile Backup 앱 시스템 요구 사항: iOS 6 이상, Android 2.3 이상

내용물

Seagate Backup Plus 드라이브 전원 어댑터

드라이브에 Seagate Dashboard 사전 탑재 빠른 시작 안내서

드라이브에 Mac용 NTFS 드라이버 사전 탑재1 3년 제한 보증 서비스

120cm(4피트) 길이의 USB 3.0 케이블

www.sea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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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c용으로 다시 포맷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호환성은 사용자의 하드웨어 구성 및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드라이브 용량에 관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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