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든 컨텐츠를 하나의 장치에 담고 백업하여 어디서나 

액세스하십시오.

여러 대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드라이브에 컨텐츠를 나눠서 저장하는 경우 원하는 
컨텐츠를 찾을 수 없다면 마음껏 즐길 수도 없습니다. Seagate® Central 공유 스토리지를 통해 
파일, 문서 및 미디어를 모두 네트워크 상의 한 위치에 간편하게 백업함으로써 Mac과 PC 
모두와 호환되는 공유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나 
컴퓨터, 게임 콘솔, Smart TV 및 기타 연결된 장치의 음악, 영화 및 문서에 액세스하십시오. 
Smart Hub(2012년형 이상) 기능이 있는 Samsung Smart TV나 Blu-ray Disc™ 플레이어가 
있다면 Seagate Media 앱을 이용하여 리모컨으로 쉽게 컨텐츠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컨텐츠를 즐기십시오. 무료 Seagate Media 앱을 다운로드한 
후 종류(PDF, Word 문서, 음악,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에 상관 없이 형식, 크기, 심지어 
호환성별로도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Seagate Media 앱은 전체 화면 보기 기능을 
제공하므로 빠르고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mazon Kindle 이외에 Android®와 Apple®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시각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Seagate Media 앱에서 사진과 개인 동영상을 언로드하거나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Central 
Remote Access Service를 통해, 어디서든지,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십시오.

데이터 시트

공유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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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품 색상 용량2 모델 번호 UPC 코드 멀티 팩 UPC

아시아태평양 Seagate Central 블랙 2TB STCG2000300 763649043059 10763649043056

아시아태평양 Seagate Central 블랙 3TB STCG3000300 763649043066 10763649043063

아시아태평양 Seagate Central 블랙 4TB STCG4000300 763649043073 10763649043070
1 Smart Hub 기능이 있는 Samsung TV와 Blu-ray Disc 플레이어용 Seagate Media 앱은 2012년형(이상) 용입니다.
2 드라이브 용량에 관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사양

소매 포장 제품 규격 박스 크기 마스터 카톤 박스 크기 팔레트 크기

길이(인치/mm) 5.7/145 3.15/80 9.6/243 48/1,219

너비(인치/mm) 8.5/216 10.3/261 9.25/235 40/1,016

깊이(인치/mm) 1.7/42 9.25/235 9.25/235 40/1,004

무게(파운드/kg) 2.2/1.0 3/1.4 10/4.54 528/240

수량

마스터 카톤 당 상자 3

팔레트 당 마스터 카톤 박스 48

팔레트 층 3

시스템 요구 사항

빈 Ethernet 포트가 있는 라우터(Wi-Fi 라우터는 무선 파일 액세스와 백업에 필요함) 

작동 및 인터넷 파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연결 

Internet Explorer® 7, Firefox® 3.x, Chrome 4.x, Safari® 3 이상의 웹 브라우저

Windows® 7, Windows Vista®, Windows® XP 또는 Mac OS® X 10.4.9 이상의 운영 체제

무선 액세스 앱 요구 사항

Android 스마트폰 및 태블릿(Android 2.2, Adobe® AIR)

이용 가능한 앱: Seagate Media, iTunes App Store, Android Market, Google Play, Amazon® Appstore, Samsung Smart Hub1

박스 내용물

Seagate® Central 공유 스토리지 빠른 시작 안내서 

이더넷 케이블 2년 제한 보증 서비스

전원 공급 장치 

공유 스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