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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종류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섀시 디자인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7mm	두께 폼팩터

•	 	Seagate	SmartAlign™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4K	
섹터로 전환 가능

•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기능을 통해 데이터 유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가치 증대

•	 	FIPS	140-2	인증
1
이 부여된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승인을 득함

1 FIPS 140-2 레벨 2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src.nist.gov/groups/STM/cmvp/documents/140-1/1401vend.h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Momentus®	Thin	하드 드라이브

세계 최초 7mm  
두께의 2.5인치  
폼팩터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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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두께에도 완벽한 성능을 보유한 메인스트림 노트북 컴퓨팅 솔루션을 

요구하는 통합업체 및 OEM 고객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얇은 두께의 솔루션이라고 하면 고가의 성능이 느린 1.8인치 

드라이브와 고가의 고속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전부였습니다.  
이 두 종류의 스토리지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업체는 

하이 엔드 제품군에만 얇은 섀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Seagate의 새로운 제품으로 이러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동안 엔트리 레벨은 물론 메인스트림 노트북, 하이 엔드 넷북 및 초경량 

노트북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얇은 스토리지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고객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agate가 

소재와 제품 디자인 모두에서 현재 노트북 드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고안해 낸 결과, 세계 최초의 7mm 두께, 2.5인치 폼팩터 

드라이브인 Seagate® Momentus® Thin 드라이브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7mm 드라이브는 16MB 캐시에, 두께를 줄인 플랫폼으로 5400RPM 
(메인스트림) 및 7200RPM(고성능)의 두 가지 속도 성능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노트북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에 가장 적합한 500, 320, 250 및 
160GB 용량 구성으로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용량에 이상적입니다. 
SmartAlign 기술을 추가로 탑재하여 고급 포맷 4K 섹터 미정렬 현상을 

해결하고 복잡하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성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4K 표준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제품의 

특수한 설계로 인해 코드와 일부 구성품을 변경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Seagate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얇은 노트북 컴퓨터를 위한 

솔루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CG(Trusted Computing Group)의 Opal 사양 드라이브 

Opal 사양은 향상된 전 스토리지 업체간의 상호호환성, 암호화 기술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개방형 산업 표준을 만들어 전체 디스크 암호화 

솔루션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PC OEM 및 최종 사용자 

조직은 규격화되고, 공장에서 설치된 상호운영이 가능한 하드웨어 암호화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Momentus Thin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는 미국 및 캐나다 정부의  
FIPS 140-2 레벨-2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TCG의 Opal 사양 드라이브 

입니다.

사양

용량(GB)1 500, 320, 250 및 160 

인터페이스 SATA 3Gb/s NCQ

캐시(MB) 16

회전 속도(RPM) 5400, 7200

충격(Gs)

  작동: 2ms

  비작동: 2ms

 

400(500GB-5400만 해당) 및 350  

1,000

소음(bel—음향 출력)

   유휴, 일반 

   탐색, 일반

2.0 (5400), 2.3 (7200)

2.2 (5400), 2.5 (7200)

작동 온도(°C) 0 ~ 60

기능 옵션
Opal 사양, FIPS 140-2 인증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2, SmartAlign™ 기술3

1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입니다. 
2  FIPS 140-2 레벨 2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src.nist.gov/groups/STM/cmvp/documents/140-1/1401vend.h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SmartAlign 기술은 대부분의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시트 참조.

www.seagate.com

FIPS 140-2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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