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에게 적합한 7200RPM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하려면 용도, 기술 요건 
및 드라이브 설계 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7200RPM 드라이브 사양 비교(MB578)와 함께 본 회보에 수록된 정보를 잘 
활용하면 고객의 작업 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케팅 회보 

Seagate® 7200RPM 드라이브 비교

드라이브 선택 안내

 Barracuda® Constellation® Constellation ES   SV35 Series™ 

최적의 사용 분야 PC 및 개인용 외장 스토리지
2.5인치 비즈니스 서버와  

외장 스토리지 어레이

3.5인치 비즈니스 서버와  
외장 스토리지 어레이

비디오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
데스크탑 컴퓨팅, 파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파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중앙 
집중식 보안 감시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중앙 
집중식 보안 감시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감시 디지털 비디오 및 관련 
메타데이터

주요 적용 분야
PC와 개인용 외장 스토리지, 워크스테이션 
및 저가형 개인 서버1,3

비즈니스 서버, 블레이드 서버 및 JBOD/
RAID 스토리지 시스템2,4

비즈니스 서버 및 JBOD/RAID 스토리지 
시스템2,4

보안 감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일반적인 환경 가정 및 사무실 IT 데이터 센터 및 중소형 사업체 IT 데이터 센터 및 중소형 사업체
가정용에서부터 산업용이나 상용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

환경 사무실이나 가정의 전용 데스크 영역
온도/습도가 제어되는 데이터센터 및 다중 
드라이브 시스템

온도/습도가 제어되는 데이터센터 및 다중 
드라이브 시스템

실내

사용 프로파일/전원 가동 시간 필요에 따라 켜짐, 8시간x5일 항상 켜짐, 상시 항상 켜짐, 상시 항상 켜짐, 상시

드라이브당 용량 250GB ~ 3TB   250GB ~ 1TB 500GB ~ 3TB 1TB ~ 3TB

가치 제안

• �개인용 외장 스토리지 및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특별히 제작

• �최대 210MB/s의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춘 동급 최강의 성능

• �4K 섹터를 위한 SmartAlign™ 기술로 
간편한 설치/배포 및 무료 DiscWizard™ 
기술로 3TB 솔루션의 편리한 롤아웃 가능

• �2.5인치 서버 및 외장 스토리지에서 멀티 
드라이브 JBOD/RAID용으로 특별히 제작

• �최대 용량의 신뢰성 제공 및 
엔터프라이즈 2.5인치 서버 및 
스토리지용으로 최적화/테스트 완료

• �상시 작동을 요하는 엔터프라이즈급 Tier 
2/니어라인 환경을 위한 최저 전력 옵션

• �3.5인치 서버 및 외장 스토리지에서 
멀티 드라이브 JBOD/RAID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드라이브

• �3.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위한 최상의 
용량 및 안정성 제공

• �상시 작동을 요하는 엔터프라이즈급 Tier 
2/니어라인 환경을 위한 동급 최상의 
제품으로 용량당 최저 비용

• �상시 보안 감시 디지털 비디오 
녹화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드라이브

• �여러 보안 감시 카메라의 비디오 스트림 
동시 지원

• �보안 감시용으로 최적화, 우수한 절전 
기능, 탁월한 열 방출량 감소 및 시스템 
수명 연장의 실현



주요 적용 분야 Barracuda® Constellation® Constellation ES   SV35 Series™ 

메인스트림 PC 성능 •

홈 PC  
(게임, 멀티미디어, 홈 씨어터)

•

개인용 외장 스토리지(USB, FireWire, 
eSATA)

•

워크스테이션 •

엔트리 레벨의 저가형 데스크탑 서버1 •

엔트리 레벨의 저가형 비즈니스 서버2 • •

데스크탑 RAID/JBOD 스토리지3 •

외장 스토리지(JBOD/RAID, DAS, SAN, 
NAS, VTLA)4 • •

중소 기업용(SMB) 서버 • •

비디오 보안 감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SDVR)5 •

보안 감시 네트워크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SNVR)5 •

중앙 집중식 보안 감시 관리 • •

기술

SATA 인터페이스(6Gb/s) • • • •

SATA 인터페이스(3Gb/s)  • • • 

SAS 인터페이스(6Gb/s) • • • •

SAS 인터페이스(3Gb/s) • •

신뢰성

일반적인 작동 시간 5시간x8일 상시 상시 상시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s) 140만 시간 120만 시간 100만 시간

작동 듀티 사이클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오프라인 스캔 • • •

작업 부하 관리 • •

IRAW(Idle Read After Write) • •

QNR(Quick and Robust Firmware 
Download)

• •

완벽한 IOECC/IOEDC로 향상된 데이터 
무결성 제공6 • •

향상된 오류 보고 기능6 • •

전이중, 이중 포트 I/O6 • •

보호 정보6 • •

성능

NCQ(Native Command Queuing) •  • • •

비디오 스트리밍 펌웨어 •  • •

ATA-7 비디오 명령 지원 • 

회전 진동(RV)은 데이터 정확성과 멀티 
드라이브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 •

공유 스토리지 환경에서의 장애 극복(Fail-
over) 및 데이터 복구를 위한 이중 포트6 • •

멀티 호스트 지원(16개의 호스트)6 • •

두 개의 동시 데이터 채널6 • •

RAID 지원 0, 1 0, 1, 3, 4, 5, 6, 10 0, 1, 3, 4, 5, 6, 10 0, 1, 3, 4, 5, 6, 10

회전 진동(RV) 내구성 • •

Seagate® 7200RPM 드라이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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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Barracuda® Constellation® Constellation ES   SV35 Series™ 

SCT(Smart Command Transport) • •

전원

드라이브 즉각 재가동(Current-spin-up) 
한도

• • • •

PowerChoice™ 주문형 절전 옵션 • • 

PowerTrim™ 기술의 절전 기능 • • •

비디오 보안 감시 최적화 •

개발 도구

오류 주입(Error Injection) 기능 • •

조정 가능 모드 페이지6 • •

RAID Rebuild™ 기능 • •

원스텝 마이크로코드 다운로드 • •

데스크탑 인프라 파트너와의 호환성 
테스트

•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파트너와의 호환성 
테스트

• •

보안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옵션  • •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FIPS 인증) 
옵션

•  •

Seagate Instant Secure Erase •  •

소음

SoftSonic™ 모터 기술 • •

폼 팩터

3.5인치 폼 팩터 • • •

2.5인치 폼 팩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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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가형 데스크탑 서버는 단일 드라이브 개인 서버용으로 적합합니다.

2 저가형 비즈니스 서버는 멀티 드라이브 비즈니스 서버용으로 적합합니다.

3 드라이브가 2개 미만인 데스크탑 RAID 0+1/JBOD   

4 일반적으로 드라이브가 2개 이상인 RAID/JBOD

5 RAID 구현을 사용하는 SDVR 및 SNVR용으로 Constellation ES 또는 Constellation 드라이브 권장

6 Constellation ES 및 Constellation SAS 드라이브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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