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기업에서 IT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 기업인 Gartner, Inc.의 조사에 따르면, 스토리지 관련 비용은 전체 
IT 예산 증가 속도에 비해 거의 세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Gartner의 John Monroe 부사장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IT 
예산 증가 폭은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스토리지 지출 비용은 

연간 7%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많은 용량과 더 빠른 속도를 원하는 끊임없는 수요에 의해 

촉발된 스토리지 지출 비용 증가는 규모와는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이 IT 관련 

에너지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상충하는 것입니다. Gartner
의 부사장 John Monroe는 "더 방대한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수요가 여러 

방향과 차원에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은 명백하지만, 동시에 모든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매에는 전력 소비, 환경적 영향 및 GB당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용량, 높은 성능, 저렴한 GB당 비용 및 전력 소비 절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란 모든 하드 드라이브 제조업체에게 있어 

벅찬 과제입니다. Seagate Technology는 이러한 각종 요구를 모든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업계 

선도적인 혁신과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Seagate PowerChoice 
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PowerChoice 기술 드라이브 전원 관리는 간단히 

말해, 엔터프라이즈급 하드 드라이브 중에서 전례없이 가장 낮은 소비 전력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력 소비량 절감의 한계를 뛰어 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및 냉각 

비용으로 인해 기술 제조업체는 혁신적인 전력 소비 절감 기능을 다양하게 

제품에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Seagate는 엔터프라이즈급 하드 드라이브 

제품군에 모두 적용하고 있는 PowerTrim™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하드 드라이브 개척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이제 Seagate는 최신 PowerChoice 기술(T10 승인 표준 번호 T10/09-054, 
T13 표준 번호 T13/452-2008의 독점적 구현)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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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과 사용자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하드 드라이브의 전원 관리 성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시장의 선두에 선 Seagate는 T10/T13 위원회에서 

개발 및 발표한 최신 비용 절감 표준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며 현재는 Savvio® (Savvio 10K.4
부터), Constellation™ 및 Constellation ES 
엔터프라이즈급 하드 드라이브에 PowerChoice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owerTrim 기술이 명령이 비활성화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자동으로 전력 

소비를 절감하는 기능이라면, PowerChoice 
기술은 1초 이상의 유휴 기간에 대처하는 네 가지 

모드를 사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더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PowerTrim 기술을 보완합니다. 그 결과, 
PowerChoice 기술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드라이브의 전력 소비량을 최대 54%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PowerChoice 기술은 호스트가 모드 페이지

(SAS/FC) 또는 기능 설정 명령 (SATA) 을 통해 

사용 환경에 따른 성능 및 전력 소비량에 맞추어 

드라이브 절전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유연한 구성을 통해 사용자는 특정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가장 적합한 유휴 

시간 임계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owerChoice 
기술 활성화/비활성화 및 타이머 모드 페이지 

설정으로 호스트가 드라이브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유닛 시작/정지(SSU) 명령

(SAS/FC) 또는 기능 설정 명령 (SATA) 을 통해 

호스트가 PowerChoice 기술 또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타이머 기반 

제어를 비활성화하고 호스트 직접 제어 전원 

전환이 즉시 실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PowerChoice 기술의 장점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해 고안된 PowerChoice 
기술은 니어라인 엔터프라이즈 하드 드라이브의 

신규 Constellation 제품군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대용량의 7200RPM 드라이브 (2.5
인치 Constellation 및 3.5인치 Constellation ES 
드라이브 (SAS 및 SATA 인터페이스 모두 지원))
는 작업 부하가 비교적 낮은 니어라인 환경에서 

엄청난 용량과 엔터프라이즈급 신뢰성이 

요구되는 Tier 2/니어라인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하드 드라이브의 유휴 기간이 빈번하고 그 기간 

또한 오래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Constellation 
드라이브 제품군의 장점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현재는 Seagate Savvio 10K 미션 크리티컬 

드라이브에도 PowerChoice 기술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술이 적용된 

드라이브의 유휴 시간이 길수록 절전 효과도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명령에 따른 드라이브의 즉각적인 반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러한 절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이 전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owerChoice 기술이 적용된 하드 드라이브의 

절전 성능이 상당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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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전 효율(%) 추정치와 복구 시간은 예비 수치로 Seagate® Constellation SAS 2.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PowerChoice™ 기술 특징:
Constellation™ 2.5인치 드라이브의 절전 성능 및 응답 시간

전력(와트) 절전 효과1(%) 복구 시간(초) 진입을 위한 
기본 타이머

유휴 2.82 0 0 해당 없음

유휴_A 2.82 0 0 1초

유휴_B 2.18 23 0.5 10분

유휴_C 1.82 35 1 30분

대기_Z 1.29 54 8 60분



예를 들어, 500GB Constellation 드라이브 24
개로 채워진 1U 랙이 PowerChoice 기술의 C 
모드로 진입할 경우 총 용량 12TB에 대해 40W
짜리 전구 하나보다 조금 많은 단 43W의 전력만을 

사용합니다.

PowerChoice 기술의 원리

각 개별 전원 상태는 이전의 높은 전원 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전력의 증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각 전원 상태에 구현된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휴_A

•  대부분의 서보 시스템 비활성화, 프로세서 및

 채널 전력 소비량 절감

• 최고 속도 (7200RPM)로 디스크 회전

유휴_B

• 대부분의 서보 시스템 비활성화, 프로세서 및  

 채널 전력 소비량 절감

• 드라이브 램프로 헤드 언로드 

• 최고 속도 (7200RPM) 로 디스크 회전

유휴_C/대기_Y (SAS의 경우에만)

• 대부분의 서보 시스템 비활성화, 프로세서 및  

 채널 전력 소비량 절감

• 드라이브 램프로 헤드 언로드 

• 드라이브 속도가 낮은 RPM으로 감소

 (감소된 RPM)

대기_Z

• 드라이브 램프로 헤드 언로드

• 드라이브 모터 정지

• 드라이브는 계속해서 비 (非) 미디어 액세스  
 호스트 명령에 응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연성은 PowerChoice 
기술의 주요 특징으로 호스트 측의 명령을 통해 

전원 상태 설정을 맞춤화하고 필요에 따라 

드라이브에 전원 상태를 적용/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PowerChoice 기술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AS

• 모드 페이지를 통한 호스트 정의 타이머

• 유닛 시작/정지 (SSU) 명령을 통한 호스트의 

즉각적인 전원 전환 명령

SATA 

• 기능 설정 명령을 통한 호스트 정의 타이머

• 기능 설정 명령을 통한 호스트의 즉각적인 

전원 전환 명령 

결론

IT 예산 감소와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으로 인한 

재정 및 환경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토리지를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Seagate
는 PowerChoice 기술을 적용한 Constellation 
및 Savvio 10K 제품군의 엔터프라이즈급 하드 

드라이브를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대용량 스토리지에 

대한 표준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는 작동 전력 소비량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PowerChoice 기술을 통해 향상된 

전력 옵션을 통해 저속 작동 및 유휴 작동 기간 

동안의 에너지 비용을 더 큰 폭으로 낮춥니다. 그 

결과, 이 모델은 엔터프라이즈급 드라이브 사상 

최고의 전력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owerChoice 기술의 유연한 사용자 관리형 

옵션은 성능, 데이터 무결성 또는 제품 신뢰성의 

저하 없이도 전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계 최초의 2.5인치, 7200RPM 니어라인 

하드 드라이브, 업계 최초의 10K RPM, 600GB 
드라이브 및 최대 2TB에 달하는 용량을 제공하는 

폭 넓은 용량 구성의 3.5인치 드라이브 제품들로 

구성된 Constellation 및 Savvio 10K 제품군은 
PowerChoice 기술의 도입으로 그 우수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PowerChoice 기술은 

상당한 전력 절감 효과와 더불어 사용자가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특성을 모두 갖추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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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구현 가이드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처에 PowerChoice 기술 기능을 적용하여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Seagate PowerChoice 기술 기능은 SAS, FC 및 SATA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AS 및 SATA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SAS(Serial Attached SCSI) 명령 구현

다음 내용은 드라이브가 지원하는 기능, 전원 상태 타이머 활성화/비활성화 및 수정 방법, 감지 코드 

응답 해석 방법, PowerChoice 기술 관련 작업을 상세히 설명하는 로그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방법 및 

호스트가 유닛 시작/정지 (SSU) 명령을 통해 PowerChoice 기술로 전력 절감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SAS 구현은 SAS 알림 (스핀업 활성화) 프리미티브를 통해 호스트가 각 장치의 순차적 스핀업을 제어하여 

대기_Y 또는 대기_Z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기_Y 또는 대기_Z가 실행된 경우 드라이브가 

작동 상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기_Y 조건에서 작동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이벤트의 순서는 호스트의 미디어 액세스 요청에 이은 알림(스핀업 활성화) 
프리미티브 수신입니다. 드라이브는 호스트의 미디어 액세스 명령을 수신한 후 알림 (스핀업 활성화) 
프리미티브가 수신될 때까지 무기한 대기합니다.

PowerChoice 기술이 지원하는 기능 결정

PowerChoice 기술의 기능은 VPD (Vital Product Data) 페이지 8Ah를 통해 보고됩니다. 이 페이지는 
PowerChoice 기술이 지원하는 전원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0 주변 장치 수식자    주변 장치 유형

1   페이지 코드 (8Ah)

2   보류

3   페이지 길이 (OEh)

4  보류    대기_Y 대기_Z

5  보류                  보류_C  보류_B 보류_A

6 - 7   정지 상태 복구 시간

8 - 9   대기_Z 상태 복구 시간

10 - 11   대기_Y 상태 복구 시간

12 - 13   유휴_A 상태 복구 시간

14 - 15   유휴_B 상태 복구 시간

16 - 17      유휴_C 상태 복구 시간

                                                  7                       6                       5                       4                       3                         2                              1                               0비트

바이트

참고 
바이트 4 비트 0 – 1은 대기 전원 상태에 대한 지원을 보고합니다.
바이트 5 비트 0 – 2는 유휴 전원 상태에 대한 지원을 보고합니다.
바이트 6 – 7은 일반적으로 전원이 켜지는 시간을 1ms의 증분으로 보고합니다.
바이트 8 – 17은 해당 전원 상태에 대한 복구 시간을 1ms의 증분으로 보고합니다.
바이트 4 또는 5의 비트 1은 해당 전원 상태에 대한 지원을 나타냅니다.
해당 전원 상태에 대한 값이 0일 경우 지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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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Choice 기술 설정 결정 또는 수정

PowerChoice 기술 설정은 SCSI 모드 감지 및 모드 선택 명령을 통해 분석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드 

감지 명령은 모드 페이지 1Ah에 액세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PowerChoice 기술 설정을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7                      6                        5                       4                      3                        2                           1                           0비트

바이트

0                       PS                  SPF(0b)                                       페이지 코드 (1Ah)

1                                                     페이지 길이

2                                          보류                                                                                  대기_Y

3                          보류                                              유휴_C            유휴_B            유휴_A  대기_Z

4 - 7   유휴_A 상태 타이머

8 - 11   대기_Z 상태 타이머

12 - 15   유휴_B 상태 타이머

16 - 19   유휴_C 상태 타이머

20 - 23   대기_Y 상태 타이머

24 - 39   보류

 

 

참고

PS 및 SPF 비트의 작동은 SPC-4 표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바이트 2 비트 0 및 바이트 3 비트 0 – 3은 해당 전원 상태가 활성화 상태인지 또는 비활성화 상태인지를 나타냅니다. 
비트가 1일 경우 해당 전원 상태가 활성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비트가 0일 경우 해당 전원 상태가 비활성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유휴_C 및 대기_Y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두 전원 상태에서 

드라이브는 회전 속도가 저속 RPM으로 낮아지며 드라이브의 헤드는 램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라이브가 작동 전원 상태로 복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유휴_C 전원 상태가 활성화된 경우 드라이브는 

미디어 액세스 명령을 수신하는 즉시 작동 상태로 복귀합니다. 대기_Y 전원 상태가 활성화된 경우 

드라이브가 작동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벤트가 필요한데, 미디어 액세스 명령 수신에 

뒤이어 알림 (스핀업 활성화) 프리미티브 수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기_Y를 사용하면 호스트가 인클로저 

내에서 드라이브의 순차적 스핀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는 알림 (스핀업 활성화) 프리미티브가 

수신되기까지 무기한 기다립니다. 이 작동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SCSI 시작 명령 또는 최초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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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업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이트 4 – 23은 해당 전원 상태로 전환되기 전 명령 열이 빈 후의 드라이브 대기 시간을 100ms 증분으로 

정의합니다. 기본 모드 페이지는 최소 타이머 값을 보고합니다. 각 전원 상태에 대한 타이머는 모드 선택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최소 타이머 값은 드라이브 제조 당시에 설정됩니다. 

호스트 시스템은 모드 선택 명령을 사용하여 전원 상태의 타이머 값을 기본 값보다 큰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타이머 값은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보다 작은 값으로 타이머 

값을 설정할 경우 SPC-4 표준에 명시된 표준 보고 방법에 따라 드라이브가 오류를 보고합니다.

드라이브는 해당 타이머 값이 만료될 때 각 전원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타이머 값이 동시에 

만료될 경우 드라이브는 절전 효과가 더 높은 전원 상태로 들어갑니다.

호스트의 전원 상태 제어

유닛 시작/정지(SSU) SCSI 명령을 사용하면 드라이브의 PowerChoice 기술 기능을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직접 전원 전환을 시작하거나 드라이브의 자동 타이머 제어가 

실행되도록 하여 호스트 시스템이 PowerChoice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SSU 명령은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호스트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작동 상태로 전환

• 유휴 전원 상태로 전환

• 대기 전원 상태로 전환

• 유휴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 대기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 활성화된 모든 유휴 전원 상태 타이머 초기화 및 시작

• 활성화된 모든 대기 전원 상태 타이머 초기화 및 시작

호스트는 SSU 명령 전원 상태 및 전원 상태 변경자 필드를 사용하여 위에 나열된 PowerChoice 기술의 

기능을 제어합니다. SSU 명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7                      6                        5                       4                       3                         2                             1                                0비트

바이트

0                                                                 작동 코드 (1Bh)

1                                  보류                              즉각

2                                                   보류                                                                                  

3                             보류     전원 상태 수정자                                           

4  전원 상태     보류  N 플러시 LOEJ 시작                   

5   제어

 

참고

SSU 명령에서 모든 비트에 대한 작동은 전원 상태 필드 및 전원 상태 변경자 필드를 제외하고 SPC-4 표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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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상태 및 전원 상태 수정자 필드에 대한 정의는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원 
상태 값

전원 상태
변경자 값 설명

0h 0h 시작 및 LOEF 비트 처리

1h 0h 드라이브를 작동 전원 상태로 전환

2h 0h 드라이브를 유휴_A 전원 상태로 전환

1h 드라이브를 유휴_B 전원 상태로 전환

2h 드라이브를 유휴_C 전원 상태로 전환

3h 0h 드라이브를 대기_Z 전원 상태로 전환

1h 드라이브를 대기_Y 전원 상태로 전환

7h 0h 활성화된 유휴 및 대기 타이머 초기화 및 시작

Ah 0h 유휴_A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1h 유휴_B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2h 유휴_C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Bh 0h 대기_Z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1h 대기_Y 전원 상태 타이머를 강제로 만료

 

전원 상태 필드의 값이 0 이 아닌 상태에서 SSU 명령이 수신되면 모든 전원 상태 타이머는 

비활성화됩니다. 이 타이머는 모든 타이머를 초기화 및 시작하라는 SSU 명령이 수신되거나 논리 단위 

재설정 명령이 수신되기 전까지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원 상태 필드가 2h 또는 3h로 설정된 상태에서 SSU 명령이 수신되면 드라이브가 즉시 지정된 전원 

상태로 전환됩니다. 요청된 전원 상태가 더 높은 절전 효과로 이어질 경우 드라이브는 해당 전원 상태로 

바로 전환됩니다. 드라이브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전원 상태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경우 드라이브는 

우선 작동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요청된 전원 상태로 전환됩니다.

전원 상태 필드가 Ah 또는 Bh로 설정된 상태에서 SSU 명령이 수신되면 드라이브가 절전 효과가 더 높은 

전원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유휴_C 상태일 때 SSU 명령이 유휴_B 전원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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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만료를 요청할 경우 드라이브는 유휴_C 전원 상태를 유지합니다.

드라이브의 현재 전원 상태 결정

호스트가 드라이브의 전원 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SCSI 요청 감지 명령을 실행합니다. 요청 감지 

명령 수신으로 드라이브의 현재 상태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브가 현재 특정 전원 상태에 있는 경우 

보고되는 감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지 키 ASCQ 설명

5Eh 00h 낮은 전원 상태 켬

5Eh 01h 타이머에 의한 유휴 상태 활성화

5Eh 02h 타이머에 의한 대기 상태 활성화

5Eh 03h 명령에 의한 유휴 상태 활성화

5Eh 04h 명령에 의한 대기 상태 활성화

5Eh 05h 타이머에 의한 유휴_B 상태 활성화

5Eh 06h 명령에 의한 유휴_B 상태 활성화

5Eh 07h 타이머에 의한 유휴_C 상태 활성화

5Eh 08h 명령에 의한 유휴_C 상태 활성화

5Eh 09h 타이머에 의한 대기_Y 상태 활성화

5Eh 0Ah 명령에 의한 대기_Y 상태 활성화

 

이 감지 코드는 드라이브의 현재 전원 상태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가 현재 전원 상태로 들어갈 때 사용되는 

방식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드라이브는 정의된 모드 페이지 타이머가 만료될 때 또는 

호스트로부터 SSU 명령을 수신할 때 주어진 전원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원 상태 전환 로그 페이지

로그 페이지 1Ah는 드라이브가 특정한 대상 전원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을 기록하는 카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각 전원 상태 전환과 관련된 매개변수 코드를 정의한 표입니다.

매개변수 코드 설명

0000h 작동 상태 전환 누적 횟수

0001h 유휴_A 전환 누적 횟수

0002h 유휴_B 전환 누적 횟수

0003h 유휴_C 전환 누적 횟수

0008h 대기_Z 전환 누적 횟수

0009h 대기_Y 전환 누적 횟수

 

위의 표에 정의된 모든 매개변수 코드를 요청하는 로그 선택 명령을 드라이브에 내릴 때 수신되는 페이로드 

응답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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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5                      4                       3                      2                      1                      0

비트

바이트

 

0                           DS            SPF (0b)           페이지 코드 (1Ah)    

1                                    하위 페이지 코드 (00h)

2                        (MSB)                                                   페이지 길이 (30h)

3                                                     (LSB)

4                        (MSB)                                                       매개변수 코드 (0000h)                 

5                                                       작동 상태 전환 누적 횟수                                                                            (LSB)

6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7                                매개변수 길이 (04h)

8                        (MSB)                                작동 상태 전환 누적 횟수

11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12                      (MSB)                                            매개변수 코드 (0001h)

13       유효_A 상태 전환 누적 횟수                                                              (LSB)

14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15                                매개변수 길이 (04h)

16                      (MSB)                                유효_A 전환 누적 횟수

19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20                      (MSB)                                              매개변수 코드 (0002h)

21                                                      유효_B 상태 전환 누적 횟수                                                              (LSB)

22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23                                매개변수 길이 (04h)

24                      (MSB)                                유효_B 전환 누적 횟수

27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28                      (MSB)                                            매개변수 코드 (0003h)

29       유효_C 상태 전환 누적 횟수                                               (LSB)

30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31                                매개변수 길이 (04h)

32                      (MSB)                                               유효_C 전환 누적 횟수

35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36                      (MSB)                                         매개변수 코드 (0008h)

37                                                       대기_Z 상태 전환 누적 횟수                                               (LSB)

38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39                                매개변수 길이 (04h)

40                      (MSB)                                대기_Z 전환 누적 횟수

43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44                      (MSB)   매개변수 코드 (0009h)

45  대기_Y 상태 전환 누적 횟수                                               (LSB)

46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47                                매개변수 길이 (04h)

48                      (MSB)                                대기_Y 전환 누적 횟수

51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1회는 현재의 전원 상태에서 대상 전원 상태로 한 번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드라이브가 현재 있는 전원 

상태로 전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원 상태에 대해 카운터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카운터는 포화 

카운터이며 재설정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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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정지 주기 카운터 로그 페이지

로그 페이지 0Eh는 두 가지 추가 항목인 드라이브 "장치 수명에 대해 지정된 로드-언로드 횟수"(매개변수 

코드 0005h) 및 "로드-언로드 주기 누적 횟수"(매개변수 코드 0006h)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지정한 횟수는 고정된 값이며 사용자는 이 횟수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의 로드-언로드 주기 기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누적된 로드-언로드 카운터를 통해 드라이브가 몇 회의 로드-언로드 주기를 

완료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켜지고 꺼지거나 특정 전원 상태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모든 로드-언로드 주기가 카운터에 누적됩니다. 모든 카운터는 포화 카운터이며 재설정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로드-언로드 주기는 헤드가 미디어에서 언로드되는 작동 주기로 정의되며 헤드가 회전 미디어에 로드되어 

있는 동안 지속되고 헤드가 미디어에서 언로드될 때 종료됩니다. 

매개변수 코드 0005h 및 0006h를 요청하는 로그 선택 명령을 드라이브에 내릴 때 수신되는 페이로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반환됩니다.

                                        7                      6                        5                       4                      3                        2                        1                     0비트

바이트

0                            DS                SPF(0b)                                       페이지 코드 (0Eh)

1                                      하위 페이지 코드 (00h)

2                          (MSB)                       페이지 길이 (0052h)                                                                                 

3                                                                         (LSB)

4   

:   

39   

40                        (MSB)   매개변수 코드 (0005h)

41                                          장치 수명에 대해 지정된 로드-언로드 횟수                                                             (LSB)

42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43                                      매개변수 길이 (04h)

44                        (MSB)                           장치 수명에 대해 지정된 로드-언로드 횟수

47                                                                       (4 바이트 바이너리 번호)                              (LSB)

48                        (MSB)                                               매개변수 코드 (0006h)

49                로드-언로드 주기 누적 횟수                              (LSB)

50                          DU               미사용             TSD                 ETC                            TMC                            FMT 및 링킹          

51                                    매개변수 길이 (04h)

52                        (MSB)                               로드-언로드 주기 누적 횟수

55                   로드-언로드 주기 누적 횟수                             (LSB)

  

사전 정의된 바이트

(SCSI 명령 설명서 참조)



전원 상태 이름 전원 상태 ID 설명

유휴_A 81h 사용되는 전력량 감소

유휴_B 82h 헤드 언로드, 최고 RPM으로 디스크 회전

유휴_C 83h 헤드 언로드, 감소된 RPM으로 디스크 회전

대기_Z 00h 헤드 언로드, 모터 정지(디스크가 회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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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원 상태에서의 SCSI 명령 상호 작용

드라이브가 특정 전원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제한된 명령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를 작동 전원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실행 및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테스트 유닛 준비

• 요청 감지

• LUN 보고

• 유닛 시작/정지 

참고: 유닛 시작/정지(SSU) 명령을 사용하면 드라이브가 작동 상태 또는 SSU 명령 전원 상태 및 전원 

상태 변경자 필드에 정의된 전원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PowerChoice 기술과 드라이브 백그라운드 작업 간의 상호 작용

드라이브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작업을 통해 로그 페이지 및 S.M.A.R.T.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미디어에 

쓰여진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PowerChoice 기술은 드라이브의 백그라운드 

작업에 맞추어 작동합니다. 전원 상태 타이머가 만료되었을 때 백그라운드 작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필요한 백그라운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 전원 상태로의 이동이 보류됩니다. 이 대기 기간 동안에는 

모든 전원 상태 타이머가 중단됩니다. 대상 전원 상태로의 전환이 호스트의 SSU 명령에 의한 것일 경우 

해당 전환은 백그라운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됩니다. 

드라이브가 백그라운드 미디어 스캔(BMS) 주기를 완료하는 중일 경우 드라이브는 감지 코드 052C0005
(불법 전원 상태 요청)를 사용하여 SSU 명령에 응답합니다. 호스트는 로그 페이지 15h(백그라운드 스캔 

결과)를 반환하고 "백그라운드 미디어 스캔 프로세스"필드를 평가하도록 하는 로그 선택 명령을 실행하여 

현재 BMS 주기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ATA 기능 설정 명령 

확장된 전원 상태—PowerChoice 기술

절전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로드/언로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원 관리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PowerChoice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상태를 나열한 표입니다. 전원 상태는 전력 소비가 

높은 상태(복구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전력 소비가 낮은 상태(복구 시간이 긴 상태)의 순서인 유휴_A 
전원 ≥ 유휴_B 전원 ≥ 유휴_C 전원 ≥ 대기_Z 전원 순으로 나열됩니다. 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절전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유휴_B 전원 상태는 유휴_A 전원 상태보다 절전 효과가 크며 대기는 가장 절전 

효과가 높은 전원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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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원 상태는 현재 설정, 저장된 설정 및 기본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설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설정 및 저장된 설정은 전원 ON 리셋에도 지속됩니다. 현재 설정은 전원 ON 리셋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조 시 전원 상태 로그의 기본 설정, 저장된 설정 및 현재 설정은 일치합니다.

PowerChoice 기술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호출됩니다.

• 첫 번째는 개별 전원 상태 타이머가 만료되면서 발동되는 자동 전원 전환으로, 이 타이머 값은 표준 

기능 설정 명령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되는 확장 전원 상태(EPC)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춤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호스트의 즉각적인 전원 전환으로, EPC 기능 설정 "전원 상태로 이동" 하위 명령을 통해 

시작되어 지원되는 전원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원 명령인 즉시 대기 및 즉시 유휴를 

사용하여 드라이브를 지원되는 전원 상태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PowerChoice 기술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절전 상태를 종료합니다.

• 드라이브를 PM0로 전환되도록 하는 모든 명령: 작동 상태(미디어 액세스)

• 전원 ON 리셋

PowerChoice 기술은 트래킹 목적별로 다음과 같은 보고 방식을 제공합니다. 

• 전원 모드 점검 명령 

 - 드라이브의 현재 전원 상태 보고

• 장치 식별 명령

 - EPC 기능이 지원되는 플래그 설정

 - 최소 한 개의 유휴 전원 상태 타이머가 활성화된 경우 EPC 기능이 활성화된 플래그가 설정됨

전원 상태 로그는 각 전원 상태에 대해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 전원 상태에서 작동 상태로의 복구 시간

• 전원 상태 지원 여부, 변경 및 저장 가능 여부

• 기본 활성화 상태 및 타이머 값

• 저장된 활성화 상태 및 타이머 값

• 현재 활성화 상태 및 타이머 값

S.M.A.R.T. 데이터 읽기는 다음을 보고합니다.

• 속성 192 – 긴급 취소 횟수

• 속성 193 – 로드/언로드 주기 횟수

PowerChoice 기술 제조업체의 기본 전원 상태 타이머 값

전원 상태 타이머 값은 제품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 제조 당시에 설정됩니다. 최소 타이머 

임계 값을 2분으로 지정하여 드라이브의 백그라운드 유지관리 작업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최소 타이머 임계 값보다 작은 값으로 임계 값을 설정할 경우 EPC "전원 상태 타이머" 하위 

명령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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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상태 이름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타이머 기본 값

유휴_A 2분

유휴_B 4분

유휴_C 10분

대기_Z 15분

전원 상태에 타이머 값을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기본 값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거나 기본 타이머를 

초과하는 속도로 EPC "전원 상태로 이동" 하위 명령을 내릴 경우 이 제품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확장된 전원 상태 기능 하위 명령

EPC 하위 명령 설명

00h 전원 상태 설정 복원

01h 전원 상태로 이동

02h 전원 상태 타이머 설정

03h 전원 상태 설정

PowerChoice™ 기술이 지원하는 확장된 전원 상태 식별자

전원 상태 식별자 전원 상태 이름

00h 대기_Z

01..80h 보류

81h 유휴_A

82h 유휴_B

83h 유휴_C

84..FEh 보류

FFh 모든 EPC 전원 상태

추가 정보 

PowerChoice™ 기술 구현에 

대한 추가 질문은 해당 지역의 

Seagate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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