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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martAlign™ 기술이란?

Seagate® SmartAlign 기술은 고급 포맷이라 불리는 4K 섹터 드라이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파티션 비정렬 상태로 인한 읽기-수정-쓰기 상태를 관리하는 하드 드라이브 
펌웨어입니다. SmartAlign 기술은 하드 드라이브 파티션을 다시 정렬하지 않으며, 
다만 호스트 컴퓨터의 개입 또는 인식 없이도 드라이브 내부에서 동적으로 읽기-수정-
쓰기 상태를 관리합니다.  

SmartAlign 기술이 없다면 읽기-수정-쓰기 상태로 인해 하드 드라이브 성능이 
저하됩니다. Seagate에서 테스트해 본 결과,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데스크탑 환경에 장착된 대부분의 Seagate 고급 포맷 하드 드라이브에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martAlign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없이도 기존 512바이트 섹터 하드 드라이브처럼 작동하는 하드 
드라이브를 갖게 됩니다.

Seagate가 다른 고급 포맷 하드 드라이브처럼 정렬 유틸리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SmartAlign 기술을 사용하면 정렬 유틸리티를 사용할 때 동반되는 시간 소모와 하드 
드라이브 통합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된 Seagate의 고급 
포맷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시스템 빌더, IT 관리자 등 누구나 항상 해 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나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강력하면서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Seagate에 SmartAlign 기술의 성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가?

다음 그래프는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된 Seagate Barracuda® 드라이브와 경쟁사의 
고급 포맷 드라이브들을 비교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드라이브들은 고급 포맷 4K 섹터로 된 3-디스크, 6-헤드, 2TB 하드 드라이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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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는 고급 포맷 드라이브에서 HDD 파티션 정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Windows XP 시스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성능은 PC Mark 05 소프트웨어로 표준 데스크탑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측정했습니다.

경쟁사 고급 포맷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는 정렬되지 않은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했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정렬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정렬한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Seagate 
드라이브는 정렬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되어 
비정렬 상태가 동적으로 관리되는 드라이브였습니다.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된 드라이브는 경쟁사의 비정렬 
드라이브보다 월등히 빨랐고, 정렬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를 
사용한 경쟁사의 고급 포맷 드라이브보다도 약간 더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SmartAlign™ 기술이 고급 포맷 드라이브의 정렬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Seagate에서 권장하는 유일한 도구인가?

Seagate는 고객들이 정렬된 하드 드라이브 파티션을 만드는 운영 
체제와 구성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Windows 7과 Mac 
OS 같이 4K 인식 운영 체제를 설치하거나 정렬된 파티션을 만들고 
양호한 기준 성능을 발휘하는 4K 인식 하드 드라이브 파티션 분할 
유틸리티 또는 이미징 도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된 Seagate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비정렬 시스템에서도 일관되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정렬된 시스템에서도 
약간의 읽기-수정-쓰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 SmartAlign 기술이 
적용된 Seagate 드라이브는 이러한 문제도 쉽게 관리합니다.

Win XP상의 성능 - 
PC Mark 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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