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eagate는 주문 간소화, 제품 복잡도 경감, 공급 연속성 보장을 위해 모델 번호 형식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의 대다수 Seagate 제품을 

주문하는 방식과 미래 새 제품으로의 전환 방식이 바뀝니다. 
형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처리할 숫자가 줄어들어 서류 작업이 경감되고, 부수적인 업데이트와 SKU 복잡성이 줄어듭니다.1

엔터프라이즈  ST 500 MX 001 A
데스트탑, 노트북 및 CE  ST 500 DX 001

Seagate 소매 모델 번호 

소매 내장 8~11자리 ST AA 0000 000
소매 외장 9~12자리 ST AA 0000 000
소매 NAS 9~12자리 ST AA 0000 000
액세서리/비드라이브 7자리 ST AA 000

브랜드 용량 구분 속성 세대

2 문자

ST = Seagate 

MX = Maxtor

2~4자리

80 = 80GB 

500 = 500GB 

1500 = 1,500GB

용량 >9,999GB: 

10 = 10TB 

15 = 15TB

2 문자

DX = 데스크탑 프리미엄 

DM = 메인스트림 

DL = 엔트리 레벨 

LX = 노트북 프리미엄 

LM = 노트북 메인스트림 

LT = 노트북 씬 

MX = 미션 크리티컬 

NX = 니어라인 

VX = 보안 감시 

VM = DVR 

VT = DVR Thin 

FX/FM = 엔터프라이즈 SSD

3자리, 비지능형

다음에 따라 다양:

Z-높이

폼팩터

RPM

캐시

인터페이스

SED, FIPS

드롭 센서

인터페이스 속도

1 문자, 지능형

A = 1세대

B = 2세대

C = 3세대

    

간소화된 Seagate 모델 번호

다음 웹사이트에서 당사의 모델 번호 형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교육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www.brainshark.com/seagate/Model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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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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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든 상표 또는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Seagate는 별도의 통지 없이 제품의 품목 또는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C504.1-1102KR, 2011년 2월

seagate.com

1 6~9자리 고유 부품 번호는 여전히 각기 다른 드라이브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할당될 것이며 자격 증명 동안 추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