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PI(보호 정보) 기능을 사용하려면 PI 인증 호스트 또는 컨트롤러 지원 필요. 

2 일부 드라이브는 특정 국가에서 구매할 수 없음. SED 및 SED FIPS 140-2 인증을 획득한 드라이브는 TCG 인증 호스트 또는 컨트롤러 지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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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프라이즈급 성능 10K HDD—완벽한 성능 업그레이드

•	 느린	2.5인치,	10K	RPM	또는 저용량의	3.5인치,	15K	RPM	하드 드라이브에서 더 작고, 
더 빠른, 동급 최강의	Savvio	10K.6	엔터프라이즈 하드 드라이브로의 전환.

•	 T10	인증 전력 관리를 위한	PowerChoice™	기술을 통해	IT	조직에서 성능 및 전력 
소비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스템 구성 가능.

•	 Seagate®	RAID	Rebuild™	기술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고 안전한	RAID	복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미션 크리티컬	HDD.

•	 보호 정보(PI)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변경으로부터 데이터 보호.1

•	 자체 암호화 드라이브(SED)	모델은 일반 드라이브 또는 보다 안전한 솔루션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agate	Instant	Secure	Erase(ISE)	기술을 통해 드라이브를 빠르고, 안전하고,  
손쉽게 폐기, 용도 변경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용량은 크지만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성장 속도에 보조를 맞추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FIPS	140-2, 레벨	2	인증을 획득한	SED	모델(Seagate에서만 제공) 덕분에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 기관은 쉽고 빠르게	FIPS	140-2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2,3

•	 Seagate	통합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통해 이종의 인터페이스, 폼팩터 및 보안 표준을 
수렴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여줍니다.

주요 적용 분야

•	 미션 크리티컬 서버 및 외장 스토리지 어레이

•	 전력 소모량 및 공간 확장에 제약이 있는 데이터 센터

•	 친환경	IT	및 드라이브 처분 비용 절감 전략

•	 컴플라이언스 또는 데이터 보안 전략

•	 3.5인치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차세대 기술로의 이전

데이터 시트

Savvio® 10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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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900GB1,2 600GB1,2 450GB1,2 300GB1,2

SED 모델 번호 
SED FIPS 140-2 모델 번호

ST900MM0026
ST900MM00363 

ST600MM0026 ST450MM0026 ST300MM0026

인터페이스 6Gb/s SAS 6Gb/s SAS 6Gb/s SAS 6Gb/s SAS

용량

포맷 512 바이트/섹터(GB) 900 600 450 300

외부 전송 속도(MB/s) 600 600 600 600

성능

회전 속도(RPM) 10K 10K 10K 10K

평균 대기 시간(ms) 2.9 2.9 2.9 2.9

지속 전송 속도
    외부 - 내부 지름(MB/s)
멀티세그먼트 캐시(MB)

 
204 ~ 125

64 

 
204 ~ 125

64 

 
204 ~ 125

64 

 
204 ~ 125

64 

구성/신뢰성

디스크 3 2 2 1

헤드 6 4 3 2

판독 비트당 복구 불능 읽기 오류 10E16당 1개 10E16당 1개 10E16당 1개 10E16당 1개

연간 오류율(AFR) 0.44% 0.44% 0.44% 0.44%

전원 관리

정상 작동 시(암페어) +5V/+12V 0.41/0.49 0.41/0.44 0.40/0.43 0.41/0.40

유휴시 전력(와트) 3.9 3.4 3.4 3.0

환경

작동 온도(℃) 5 ~ 55 5 ~ 55 5 ~ 55 5 ~ 55

비작동 온도(°C) –40 ~ 70 –40 ~ 70 –40 ~ 70 –40 ~ 70

작동 충격 내구성: 11ms(Gs) 40 40 40 40

비작동 충격 내구성: 2ms(Gs) 400 400 400 400

유휴 시 소음(bel—음향 출력) 3.0 3.0 3.0 3.0

작동 진동: 500Hz(Gs) 미만 0.5 0.5 0.5 0.5

비작동 진동: 500Hz(Gs) 미만 3.0 3.0 3.0 3.0

규격

높이(최대 인치/mm)4 0.591/15.00 0.591/15.00 0.591/15.00 0.591/15.00

너비(최대 인치/mm)4 2.760/70.10 2.760/70.10 2.760/70.10 2.760/70.10

깊이(최대 인치/mm)4 3.955/100.45 3.955/100.45 3.955/100.45 3.955/100.45

무게(파운드/kg) 0.467/0.212 0.487/0.221 0.489/0.222 0.479/0.217

카톤 단위 수량 30 30 30 30

팔레트당 카톤박스 개수 50 50 50 50

레이어당 카톤박스 개수 10 10 10 10

보증

제한 보증(년)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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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라이브 용량과 관련하여 1기가바이트(GB)는 10억 바이트이며 1테라바이트(TB)는 1조 바이트입니다.

2 일부 드라이브는 특정 국가에서 구매할 수 없음. SED 및 SED FIPS 140-2 인증을 획득한 드라이브는 TCG 인증 호스트 또는 컨트롤러 지원 사용 가능.

3 FIPS 140-2 심사 중. FIPS 140-2 레벨 2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src.nist.gov/groups/STM/cmvp/validation.html#05 참조 
4  이 베이스 데크 치수는 www.sffcommittee.org에 나와 있는 소형 폼팩터 표준(SFF-8201)을 준수합니다. 

커넥터 관련 크기는 SFF-8223 참조(SA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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