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gate® HDD의 비디오 
보안 감시 및 분석 비교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동으로 연락을 받는다거나, 주말이나 휴가 중 닫혀있는 

사무실을 모니터하는 일, 학교에서 방문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일, 진료 팀이 더욱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이용량 흐름 및 패턴을 감시하는 일 등 귀하의 보안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안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보안 시스템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데이터는 상시 캡처되고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도 

스토리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본 회보에서는 Seagate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중에서도 비디오와 분석을 지원하는  

드라이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브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보안 감시 DVR(SD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및 비디오 데이터 분석용 중앙 

집중형 또는 클라우드 보안 감시가 있습니다.

마케팅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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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옵션

보안 감시 DVR(SD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비디오 분석용 중앙 집중형 스토리지 

보안 감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SDVR)는 
용량과 확장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비용과 공간을 대폭 절약해주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한 개의 드라이브는 
최대 18개의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NVR은 멀티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최대  
32개의 카메라를 지원하여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대량의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100개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시는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상점은 
마음 놓고 물건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

Seagate® Video 2.5와 Video 3.5, 
Surveillance 및 SV35 Series HDD

Surveillance와 Enterprise
Capacity 3.5

Surveillance와 Enterprise
Capacity 3.5

    

귀하의 필요에 꼭 맞는 드라이브를 선택하려면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의 실행 및 녹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물은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하고 스트리밍할 예정입니까? 시스템이 지원하는 

드라이브는 몇 개입니까? 위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면 Seagate Video 2.5, 
Video 3.5, Surveillance 또는 Enterprise Capacity 3.5 HDD 중에서 어떤 Seagate 
드라이브가 시스템을 가장 잘 지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안 시스템의 워크로드를 이해하면 드라이브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빠른 비디오 분석(얼굴 인식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의 사용) 용도에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컨텐츠를 녹화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재생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필요한 드라이브의 성능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항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안 감시 시스템은 최첨단 지능형  

비디오 분석 및 고해상도 이미지 녹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능형 보안 감시  

솔루션에서 방대한 양의 비디오와 관련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기존에 출시된 유사한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읽기 및 쓰기 기능은 

데이터 무결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최고의 성능을 활용하고 오류를 감시한 뒤 정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에서 워크로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은 상시 지원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스토리지 요구사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중앙에서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트리밍 활동, 원격 

액세스와 데이터 복제를 수용하기 위해 더욱 높은 용량 및 처리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더 큰 스토리지 용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디오 보안 감시 기능 

작동시 파일 크기가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드라이브 용량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파일들을 효율적으로 전송하려면 전송 도중 데이터 무결성 유지를 보장하는 

강력한 오류 정정 기능은 물론 탁월한 처리량을 제공하는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SATA 
인터페이스는 혁신적인 최첨단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기술과 고속 직렬 

송수신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SATA 드라이브의 전례 없는 성능, 유연성, 데이터 무결성 및 

신뢰성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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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 HDD가 제공하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안 

선택 가이드(MB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agate.com/files/www-content/solutions-content/security-and-encryption/en-us/docs/security-selection-guide-mb629-2-1309us.pdf
http://www.seagate.com/files/www-content/solutions-content/security-and-encryption/en-us/docs/security-selection-guide-mb629-2-1309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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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나열된 용량의 일부는 포맷 및 기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운영 환경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수출 또는 재수출은 미 상무부 산업안전조사국(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bis.doc.gov 방문)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Seagate는  

별도의 통지 없이 제품의 품목 또는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B641.2-1403KR, 2014년 3월

정부나 소매업체는 보통 주어진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반면, 일반 가정의 보안 

시스템은 데이터를 보통 한달 간 저장합니다. 이러한 상황 파악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용량 요구사항, 스트리밍 요구사항 및 내진동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안 시스템에 적절한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데 위와 같은 요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시스템 설계의 안정성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ROI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스템 

워크로드, 지원되는 카메라의 개수, 스토리지 요구사항 및 시스템당 필요한 드라이브를 

알고 있으면 보안 감시 환경에 적절한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ideo 3.5 HDD/Video 
2.5 HDD

SV35 Series™ HDD Surveillance HDD Enterprise Capacity 
3.5 HDD

폼팩터/용량1 3.5인치: 250, 320, 
500GB, 1, 2, 3, 4TB 
2.5인치: 250, 320, 
500GB

3.5인치: 1, 2, 3TB 3.5인치: 3TB, 4TB 3.5인치: 500GB,  
1, 2, 3, 4TB

응용 분야 중소기업, 소매업체, 
상업용도 또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 및 설치할 
수 있는 저가의 저해상도 
애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은행, 
카지노 또는 공항과 
같은 기업에게 맞는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 감시 
애플리케이션

고해상도 카메라와 필요한 
카메라 수를 수용하고, 
상시 사용하는 보안 감시 
시스템에서 비용 효율이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HD 비디오 및/또는 
비디오 분석을 중요시 
하는 대용량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정부 또는  
기업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장점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보안 감시를 위한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전력 스토리지

준비 시간이 빠른 멀티 
드라이브 시스템의 
안정적인 성능

비디오 보안 감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일반적인 높은 
쓰기 작업 부하에 적합, 
안정적인 드라이브 성능을 
위해 드라이브 수가 많고  
고해상도 카메라와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용량 스토리지

멀티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랜덤 성능 및 준비 시간

준비 시간 좋음: 유휴 1, 2 지원 좋음: 유휴 1, 2 지원 탁월 유휴 1, 2, 3 지원 최고: 사용자 정의 준비 
시간 및 전원 절약을 위한 
PowerChoice™ 기술

성능 180MB/s 최대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210MB/s 최대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180MB/s 최대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175MB/s 최대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시스템 내진동성 드라이브 1 ~ 6개 드라이브 1 ~ 6개 드라이브 1 ~ 16개 드라이브 10개 이상

데이터 보안 — — — SED 또는 FIPS 구성의 
ISE 기능2

신뢰성 0.55% AFR/SATA 백만 시간  
MTBF/SATA

백만 시간 MTBF/SATA 140만 시간  
MTBF/SAS, SATA

제한 보증 서비스 3년 3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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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IPS 140-2 레벨 2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src.nist.gov/groups/STM/cmvp/validation.html#05 참조.

http://
www.bis.doc.gov
http://csrc.nist.gov/groups/STM/cmvp/validation.html#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