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와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및 안정성 개선

비디오와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HDD

애플리케이션용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는 작업 유형, 환경적 요구 사항, 필요한 용량과 

성능, 안정성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디오 및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의 고성능과 시스템 내구성 보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영화와 TV 쇼, 다른 미디어에서 대량의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면서 
DVR과 미디어 센터 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 확장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보안 감시 구성의 

비디오 데이터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로 설정해도 세계의 

보안 감시 카메라는 겨우 2주간 녹화하는 데 184억GB 이상의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비디오와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에 저렴한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려는 일부 시스템 

통합업체도 있지만, 요즘 수요에 맞게 설계된 전문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Seagate® 비디오 또는 보안 감시 HDD를 활용하면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때 전체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비용을 3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라이브 고장이나 손상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회보

Video vs. Desktop 
HDD



탁월한 쓰기 작업 능력

PC 데이터 작업에는 읽기 능력과 작은 블록, 랜덤 데이터 전송에 편향된 

스토리지가 필요한 반면, 비디오 스토리지는 쓰기와 연속적인 큰 데이터 

블록에 맞춰야 합니다. 사실, 쓰기 기능은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의 하드 

드라이브 동작에서 최대 95%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디오 

및 보안 감시는 항상 켜져 있으므로 그런 우수한 쓰기 작업 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쓰기 기능에 맞춰 설계되고 

구축된 비디오 스트리밍 펌웨어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쓰기 기능 강화로 
Seagate 비디오에 최적화된 드라이브 라인은 DVR과 미디어 센터, 

비디오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최고급 성능과 더욱 우수한 내구성을 

약속합니다.

연중무휴 안정성 

Seagate 비디오 최적화 드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시 

작동하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는 

이런 환경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전용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여러 대의 카메라 스트림 

또는 채널에서 상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데스크탑급 

드라이브도 이런 작업 부하 증가를 견디는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국 상시 가동으로 인해 기기가 고장나고 성능(지원 스트림 개수)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입니다. 비디오에 최적화된 드라이브는 데스크탑 

드라이브보다 훨씬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탑 드라이브는 

하루 8시간이나 일주일에 5일 정도의 가벼운 작업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Seagate의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 라인은 저전력 프로필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 시에도 작동 

온도를 낮추고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합니다.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각 환경별로 측정하였을 때 업계 최저의 연평균 고장률

(AFR)을 제공해서, 개인 콘텐츠 및 중요한 비디오 콘텐츠를 믿을 만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DVR 또는 보안 감시 시스템이 유지 보수나 

수리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도입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Video vs. Desktop HDD

선도적인 스토리지 기술

높은 쓰기 작업과 1년 365일 작동을 처리하는 능력과 함께,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오늘날의 DVR과 비디오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업계 일류의 스토리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시중의 다른 데스크탑 드라이브처럼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대용량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스토리지가 최대 4TB에 

달합니다. 그러나 저렴한 데스크탑 드라이브와 달리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대용량과 함께 강력한 듀얼 프로세스 기술과 비디오에 최적화된 

쓰기 캐시 관리를 결합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결합한 결과, DVR과 

보안 감시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고화질 비디오 스트림에 

필요한 스토리지 요구를 충족합니다. 게다가 많은 비디오 보안 구성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비디오 아카이브의 장기 보존이 가능합니다.

대용량을 비디오 환경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능력과 결합한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GB당 비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해서, 시스템 구축업체와 통합업체에게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결론

작업 부하가 높은 비디오 및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에는 성능과 안정성, 

용량을 강화한 특별 기능이 포함된 하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다량의 

쓰기 작업과 상시 작동 요건, 여러 대의 카메라 스트림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비디오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Seagate 비디오 및 

보안 감시 HDD는 시스템 통합업체와 최종 사용자에게 저렴한 데스크탑 

하드 드라이브보다 더욱 큰 장기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도입한 시스템의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런 특별 제작 드라이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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