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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드라이브 
선택 안내 

Seagate NAS 드라이브 비교
NA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올바른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애플리케이션의 드라이브 수, 예상 작업 부하를 기준으로 한 드라이브의 신뢰성, 
사용 가능한 보안 기능입니다. Seagate는 Seagate® NAS HDD, Constellation® CS 
HDD 및 Constellation ES.3 HDD 등 소규모 가정용 NAS로부터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어레이에 이르는 NAS 지원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탑/SOHO NAS 중소기업 NAS 중소기업/감시용 NAS

드라이브 베이 1 ~ 5 6 ~ 8 9+ 

이 Seagate® 드라이브를 선택하세요. NAS HDD Constellation® CS HDD Constellation ES.3 HDD 

NAS와 HDD의 차이에 대한 정보는 NAS와 데스크탑 비교: NA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HDD 평가(MB63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가 진동 수준을 견디면서 기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NAS 
어레이에 사용될 드라이브의 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드라이브가 어떻게 진동을 
흡수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이중 평면 밸런스와 같은 기능은 멀티 드라이브 환경에서 
증폭되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드라이브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회전 진동(RV) 
센서가 시스템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동의 증가가 감지되면, 
드라이브가 진동을 드라이브 섀시 전체에 거쳐 분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진동이 
최소화되고, 성능과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RV 센서는 5개 이상의 드라이브로 구성된 
시스템에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TCA(top cover attached) 모터가 캐비닛 회전 
진동 및 선형 진동에 대한 내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환경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NAS 드라이브 선택 안내

드라이브 작업 부하는 성능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한 TV 프로그램 
녹화로 상시 읽기 및 쓰기를 실행하는 드라이브에는 개인용 
컴퓨터와는 다른 신뢰성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드라이브의 
사용 용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녹화는 요청에 따라 
비디오가 녹화되어 재생되는 작업으로, 좀 더 순차적 또는 예측 
가능한 드라이브 작업 부하입니다. 임의적 작업 부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위한 게시물을 올리고, 구매를 하거나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임의로 읽거나 쓰는 eBay와 같은 온라인 
소매 상점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드라이브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인터페이스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드라이브는 이중 경로 데이터 흐름을 
통해 더 나은 드라이브 성능과 더 높은 드라이브 신뢰성을 가능케 
하는 SAS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드라이브가 의도된 작업 

부하에 대해 설계 및 측정될 때에는 이와 같은 모든 환경적 영향이 
고려됩니다.

Seagate Instant Secure Erase(ISE)나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 

(SED)와 같은 보안 기능은 암호화 요구사항을 동반한 NAS 환경에 
강화된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ISE는 드라이브에 저장된 
암호화 키 영구 삭제를 통해 빠른 드라이브 폐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SED 드라이브는 ISE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보호와 
정지 상태 보안과 같은 다른 보안 계층을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NA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올바른 드라이브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드라이브의 개수를 알고 
의도된 작업 부하 및 보안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NAS 환경을 
위한 올바른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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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eagate 드라이브

Seagate® NAS HDD Seagate Constellation® CS HDD Seagate Constellation ES.3 HDD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1 ~ 5 드라이브 베이, 24×7, 중소기업 또는 
가정용 NAS, 백업, 미디어, 인쇄 또는 웹  
서버

6 ~ 8 드라이브 베이, 24×7, 중소기업 NAS, 
대용량 데이터 스토리지, 백업 스토리지,  
리치 미디어 스토리지

9+ 드라이브 베이, 24×7, 엔터프라이즈  
대용량 데이터, 중앙집중식 NAS, 백업/복구, 
비디오 편집

용량(TB)1 4, 3, 2 3, 2, 1 4, 3, 2, 1 

인터페이스(6Gb/s) SATA SATA SATA, SAS 

성능(평균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 OD) 최대 140MB/s 최대 160MB/s 175MB/s

작동 전력(와트)2 최저 4.8 최저 6.1 최저 7.6

작동 소음(최대, bel) 2.5 2.5 3.0

진동 내구성 기능 2-플랜 밸런스 RV 센서 RV 센서 및 TCA 모터

Instant Secure Erase(ISE) 아니요 예 예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아니요 아니요 예

SED FIPS 140-23 아니요 아니요 예

제한 보증(년) 3 3 5

1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2 작동 전원은 드라이브의 의도된 환경에서 측정됩니다. 대비적 관찰을 통한 비교를 위해, 사양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3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40-2는 데이터 보안을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IT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 표준 인증입니다.  
일부 모델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구매 불가. TCG 인증 호스트 또는 컨트롤러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