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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 사양

USM 규격이란 무엇입니까?

SATA Universal Storage Module(USM) 규격을 통해 개발자들은 TV, 게임 콘솔, 
셋탑 박스,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및 확장된 외장 스토리지 용량을 위해 SATA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자체 전력식 무선 스토리지 모듈을 채택할 기타 컴퓨터 전자 

장치 분야에 슬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는 특히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및 기타 소비자 가전(CE) 제품에 매우 적합합니다. USM은 

적절한 XYZ 규격을 가진 14.5mm의 인클로저 크기에 적용되고 USM Slim은 적절한 
XYZ 치수를 가진 9mm의 인클로저 크기에 적용됩니다.

USM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까?

USM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모듈은 TV, 게임 콘솔, 셋탑 박스, 데스크탑 및 노트북 

컴퓨터, 기타 CE 제품과 같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모듈에 표준 
SATA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추가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USM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CE 장치에는 USM 모듈을 수용하는 슬롯이 있어서 SATA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USM 규격이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USM 규격은 SATA 인터페이스가 모듈 폼팩터에 통합되어 있는 방식과 인터페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SFF(Small Form Factor) 위원회의 보완 

규격은 USM 제품의 폼팩터 및 크기 요건을 정의합니다. 디스크 인클로저 내부의 

드라이브는 어떠한 벤더와 SATA II, SATA III, 하이브리드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같은 어떠한 유형의 구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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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가 제공하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USM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는 PC 스토리지 공간에서 TV, 
게임 콘솔, 셋탑 박스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및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CE 제품으로 SATA 기술의 속도와 안정성을 넓혀 

줍니다. 또한 USM 장치는 휴대용, 3Gb/s 및 6Gb/s의 SATA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케이블, 커넥터 또는 전원 

공급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동영상, 음악 및 기타 컨텐츠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고 장치끼리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최초의 제품입니다.

USM 규격이 지원하는 전송률은 얼마입니까?

USM 규격은 현재 6Gb/s의 SATA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는 이전 세대의 
SATA 규격으로 설계된 제품과의 호환성을 위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USM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사용하려면 추가 

케이블이나 장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USM 규격은 모듈 폼팩터에 SATA 인터페이스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호스트 장치에 USM 모듈을 연결하기만 

하면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SATA-IO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직렬 ATA 국제 기구(SATA-IO)는 Seagate, WD, SanDisk, 
Toshiba, Intel, Microsoft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하여 200개가 

넘는 다양한 기술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www.sata-io.org/membership/member_listings.asp).

USM 규격은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습니까?

SATA-IO는 2011년 1월 4일, 표준이 되는 USM을 처음 

발표하였고 2011년 7월 18일에는 SATA 3.1 규격을 

공개하였으며 여기에는 USM에 대한 설계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www.sata-io.org/documents/SATA-IORevision31_
PRfinal.pdf). USM Slim 표준은 2012년 6월 6일에  

발표되었으며 2012년 3분기에는 SATA 3.2 규격도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지금은 회원에 한해 "TP_041_SATA_
TechProp_113v0_9mmUSM"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USM 규격을 통해 컨텐츠 보호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USM 규격은 SATA 인터페이스가 모듈 폼팩터에 

통합되어 있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컨텐츠 보호 기술은  
(STB/DVR 제조업체에 있어서 중요한)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개별 장치 제조업체에 의해 구현될 것입니다.

Seagate® USM 파트너 프로그램

Seagate USM 파트너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 기업이 USM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사 제품에 슬롯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Seagate가 주도하는 이 방식은 참여 기업들이 USM 또는 
USM Slim 표준에 부합하는 휴대용 2.5인치 드라이브 적용 

사양을 충족하는 슬롯을 내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슬롯 기반 CE 장치를 비롯하여 

타사의 외부 스토리지 모듈 방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Seagate 울트라 포터블 드라이브는 새로운 SATA USM 사양에 

맞게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외부 제조업체는 2.5인치 초소형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수용하는 USM 인증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eagate의 협력업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eagate USM 파트너가 되려면 at www.seagate.com/
solutions/usm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착탈식 Seagate 스토리지가 장착된 USM 방식의 ASUS 게임용 PC.

http://www.sata-io.org/membership/member_listings.asp
http://www.sata-io.org/documents/SATA-IORevision31_PRfinal.pdf
http://www.sata-io.org/documents/SATA-IORevision31_PRfinal.pdf
http://www.seagate.com/solutions/usm
http://www.seagate.com/solutions/u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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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 에코시스템 파트너

현재 USM 에코시스템 파트너에는 어떠한 업체가 있으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	 Antec(USM 슬롯이 있는 여러 가지 데스크탑 PC 및 

데스크탑 PC용 애프터마켓 키트)

•	 Thermaltake(여러 가지 데스크탑 PC 및 데스크탑 PC용 

애프터마켓 키트)

•	 Ionics(미디어 플레이어)

•	 GIEC(미디어 플레이어)

•	 Mele(미디어 플레이어, STB) 

•	 Hisense(미디어 플레이어)

•	 Pogoplug(MediaShare NAS)

•	 Lenovo(K4 시리즈 데스크탑 게임용 PC)

•	 Verbatim(Verbatim 상표가 붙은 USM 드라이브)

•	 Lenuss(STB, 미디어 플레이어, Lenuss 상표가 붙은 USM 
드라이브)

•	 Leader(데스크탑 PC)

•	 Palconn(OEM 상표가 붙은 USM 드라이브 인클로저, 케이블, 
리더 및 OEM용 슬롯)

•	 Heran(USM 슬롯이 있는 플라즈마 TV)

•	 ASUS(CG8580 데스크탑 게임용 PC)

•	 Dell(Dell 상표가 붙은 USM 드라이브)

•	 A-Tec(USM 슬롯이 있는 RAID NAS)

•	 Entone(USM 슬롯이 있는 OEM STB/DVR)

•	 I-O DATA(USM 모듈 및 미디어 플레이어; STB는 2012년  
3분기에 상용화)

•	 삼성(USM 모듈; 한국에서는 2012년 2분기에 상용화)

•	 Calcomp(USM 모듈, USM 슬롯)

•	 Quanta Storage(QSI)(USM 모듈, USM 슬롯)

Seagate USM 제품

USM 표준에 부합하는 Seagate 외장 제품은 무엇입니까?

320GB, 500GB, 750GB, 1TB 용량의 Seagate Backup Plus  
휴대용 드라이브와 Seagate GoFlex® Ultra-portable 및  
Ultra-portable Pro 14.5mm(2.5인치) 하드 드라이브 제품군은 
USM 규격에 부합합니다. Seagate Slim 휴대용 드라이브

(320GB/500GB)는 USM Slim 규격에 부합합니다.

1.5TB(22mm) 드라이브가 향후 USM 표준이 될 예정입니까?

현재로서는 22mm 드라이브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Seagate GoFlex Satellite™ 모바일 무선 스토리지가 USM 
장치입니까?

아닙니다. GoFlex Satellite 장치는 높이가 22mm이므로 USM
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단, 함께 제공되는 GoFlex USB 3.0 
케이블은 USM 케이블입니다.

USM 표준에 부합하는 Seagate GoFlex 및 Seagate Backup 
Plus 인터페이스 케이블은 무엇입니까?

함께 제공되는 장치에 상관 없이 모든 Seagate GoFlex,  
Backup Plus 및 Thunderbolt 어댑터 케이블이 USM 표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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