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er 0 Tier 1 Tier 2/3

사용례
데이터 크런칭
핫 데이터의 캐싱, 로깅, 저널링, 페이징 및 인덱싱

데이터 전송
웜 데이터의 애플리케이션 및 파일 서빙

데이터 스토리지
구조화되지 않은 쿨 데이터의 대용량 스토리지

적용 분야 OLTP, CDN, VDI,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게임, 검색, 파일 서빙, 이메일 파일 서빙, 이메일, 대용량 스토리지, 백업, 재난 복구

데이터 수요
• 최고 성능
• 최대 가용성
• 최소 데이터 풋프린트

• 고성능
• 고가용성
• 적은 데이터 풋프린트

• 뛰어난 성능
• 큰 데이터 풋프린트
• GB당 낮은 비용

스토리지 메트릭
• IOPS/시스템
• 비용/IOPS
• 보증 기간 동안 쓴 TB(TBW)

• IOPS/시스템
• 비용/IOPS
• 비용/GB

• 용량/시스템
• 비용/TB
• GB/일일 작업 부하

솔루션 플래시 스토리지 Performance HDD Capacity HDD/Archive HDD

1200 SSD 600 Pro SSD Turbo SSHD
Performance 

15K HDD
Performance  

10K HDD
Capacity 2.5 HDD Capacity 3.5 HDD

Terascale™/ 
Value HDD

   Savvio® 15K Savvio® 10K Constellation® Constellation ES Constellation CS

안정성 및 데이터 무결성

평균 무고장 시간(시간)

연간 오류율

—
0.44%

— 
0.53%

2.0M
0.44%

2.0M
0.44%

2.0M
0.44%

1.4M
0.62%

1.4M
0.63%

800K
1.065%

보증 기간 동안 쓰여진 총 테라바이트(TBW) 14,600 ~ 3,650 1,080 ~ 24 — — — — — —

작업부하 정격(GB/일) — — — — — — <1,500 <500

판독 비트 당 복구 불능 읽기 오류 1/1016 1/1016 1/1016 1/1016 1/1016 1/1015 1/1015 1/1014

연간 전원 가동 시간 8,760 8,760 8,760 8,760 8,760 8,760 8,760 8,760

섹터 당 바이트 수 — — 4Kn / 5XXe 4Kn / 5XXn / 5XXe 512, 520, 528
512, 520, 528(SAS)
512(SATA)

512, 520, 528(SAS)
512(SATA)

512e(SATA)

제한 보증(년) 5 5 5 5 5 5 5 3

성능

지속 전송 속도(MB/s) 750 520 최대 246 최대 228 최대 204 최대 115 최대 175 최대 180

랜덤 읽기 IOPS 110,000 85,000 562* 390 295 170 150 140 ~ 170

RV 공차 @ 1,800Hz — — 28rad/s2 28rad/s2 28rad/s2 16rad/s2 12.5rad/s2 12.5rad/s2

구성

용량
800GB, 400GB, 
200GB

480GB, 400GB, 
240GB, 200GB, 
120GB, 100GB

600GB, 450GB, 
300GB†

600GB, 450GB, 
300GB

1.2TB, 900GB, 
600GB, 450GB, 
300GB

1TB, 500GB,  
250GB

4TB, 3TB, 2TB,  
1TB

4TB, 3TB, 2TB, 
1TB

폼팩터(인치) 2.5 2.5 2.5 2.5 2.5 2.5 3.5 3.5

캐시(MB) — — 128 128 64 64 최대 128 64

인터페이스 액세스 속도 12Gb/s SAS 6Gb/s SATA 6Gb/s SAS 6Gb/s SAS 6Gb/s SAS
6Gb/s SAS,  
6Gb/s SATA

6Gb/s SAS,  
6Gb/s SATA

6Gb/s SATA

Instant Secure Erase(ISE) — — 예 예 예 예 예 예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AES-256 — AES-256 AES-256 AES-256 AES-128 AES-256 —

PowerChoice™ 기술 — — 예 예 예 예 예 예

RAID Rebuild™ 기술 — — 예 예 예 예 예 예

클라우드 제품 비교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시, 상황에 적합한 

스토리지 장치 또는 스토리지 장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상의 솔루션은 고객의 사용 용도, 데이터 수요 및 

스토리지 필요 용량에 딱 맞는 스토리지 장치를 고르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컨텐츠 공급 네트워크, 금융/뱅킹, 전자상거래, HD 동영상 전송 등과 

같은 컴퓨팅 집약적 Tier 0, Tier 1 애플리케이션 가동을 위해 최고 

수준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고객에 이상적임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 서버, 백업, 재난 복구 등의 대용량 스토리지 Tier 2, Tier 3 
애플리케이션 가동을 위해 최대 용량에 최저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일반용 서버 및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고객에 이상적임

*  실제 작업 부하 대상 = 15,000 이상의 2배 성능 

† Seagate Enterprise Turbo SSHD는 성능 향상을 위해 32GB NAND 플래시를 장착한  솔리드 스테이트 하이브리드 드라이브입니다.

© 2013 Seagate Technology LLC. All rights reserved. 미국에서 인쇄. Seagate, Seagate Technology 및 Wave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Seagate Technology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Constellation, PowerChoice, RAID Rebuild, Savvio 및 Terascale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Seagate  
Technology LL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 또는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사용 중인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다른 측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보다 낮

은 용량을 보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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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531.2-1309KR, 2013년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