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8-베이 NAS 시스템을 위한 최고 성능, 최대 용량의 스토리지

•	 Seagate®	NAS	HDD는 소규모	NAS	시스템을 위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테스트됩니다.

•	 NASWorks™	기술은 사용자가	20명 이하인	1	~	8-베이 솔루션의 최적 성능 및 신뢰성을 

위해 맞춤형 오류 복구 제어, 전원 관리 및 진동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	 NAS	오류 복구 제어는	NAS로부터 드라이브가 떨어져	RAID	재구축을 하지 않도록 

드라이브 상태를	최적화합니다.

•	 2-플랜 밸런스를 통해 다중 드라이브 시스템의 진동 내구성 및 배출을 향상시킵니다.

•	 	저전력 상시 작동을 위한 다중 전원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첨단 전원 관리를 자랑합니다.	

•	 	조용한 드라이브 작동은 거실 또는 사무실 환경에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	 +Rescue	데이터 복구 서비스 플랜(3년 옵션)은	NAS	또는	RAID	환경에서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문제 또는 기계 및 전기적 고장으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주요 적용 분야

•	 	가정/SOHO용	NAS	데스크톱 타워형

•	 	데스크탑	RAID

•	 	백업 및 재난 복구

•	 	프린트 및 파일 서버

•	 	멀티미디어 서버/스토리지

•	 	보관

•	 	가상화

•	 	중소기업 파일 공유

•	 	백업 서버

데이터 시트

NAS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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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4TB1 3TB1 2TB1

모델 번호 ST4000VN000 ST3000VN000 ST2000VN000

+Rescue 모델 번호 ST4000VN003 — ST2000VN001

인터페이스 옵션 SATA 6Gb/s SATA 6Gb/s SATA 6Gb/s 

무할로겐 예 예 예

NASWorks
지원되는 드라이브 베이 수 1 ~ 8 1 ~ 8 1 ~ 8

2-플랜 밸런스 예 예 예

소규모 NAS를 위한 진동 내구성 예 예 예

NASWorks 오류 복구 제어 예 예 예

+Rescue 데이터 복구 서비스

+Rescue 모델의 경우 3년 옵션 예 — 예

성능

멀티세그먼트 캐시(MB) 64 64 64

지원되는 SATA 전송 속도(Gb/s) 6.0 6.0 6.0

전원 또는 대기/준비 시간(일반, 초) <17 <17 <17

최대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OD(MB/s) 180 180 159

전압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5V) ±5% ±5% ±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12V) ±10% ±10% ±10%

전원 관리

시작 전류(12V, 최대 전류) 2.0 2.0 2.0

작동, 평균(와트) 4.8 4.8 4.3

유휴 평균(와트) 3.95 3.95 3.0

대기/정지 모드(일반, 와트) 0.5 0.5 0.3

환경

온도(°C)

    작동(주변 최저) 0 0 0

    작동(드라이브 케이스 최고) 70 70 70

    비작동(주변) –40 ~ 70 –40 ~ 70 –40 ~ 70

작동/비작동 온도 기울기(시간 당 최고 °C) 20/30 20/30 20/30

충격

    작동: 2ms(최대, G) 80 80 80

    비작동: 2ms(최대, G) 300 300 300

소음

    유휴(일반, bel)2 2.3 2.3 1.9

    작동 소음(일반, bel) 2.5 2.5 2.1

신뢰성

로드/언로드3 600,000 600,000 600,000

판독 비트 당 복구 불가능 읽기 오류(최대) 1/1014 1/1014 1/1014

가동 시간 8,760 8,760 8,760

Mean Time Between Failures(MTBF, 시간 단위) 1백만 1백만 1백만

유한 보증(년) 3 3 3

규격

높이(최대 mm/인치) 26.11/1.028 26.11/1.028 26.11/1.028

너비(최대 mm/인치) 101.6/4.0 101.6/4.0 101.6/4.0

깊이(최대 mm/인치) 146.99/5.787 146.99/5.787 146.99/5.787

무게(최대 g/파운드) 610/1.345 610/1.345 535/1.18  

카톤 단위 수량 20 20 20

팔레트 당 카톤박스 개수 40 40 40

레이어 당 카톤박스 개수 8 8 8

1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2	유휴1	상태에서 측정
3	600,000	사이클에 대한 로드/언로드 테스트

NAS H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