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및 데이터 무결성 개선에 꼭 맞는 제품입니다.

•	 1,	2,	3,	4TB	용량 옵션을 갖춘 업계 최초의 보안 감시 최적화 하드 드라이브 플랫폼이  

보안 감시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디오 스트리밍과 데이터 무결성 개선

•	 7세대	Seagate®	보안 감시 드라이브는 비디오 보안 감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기록 주기 부하 맞게 디자인

•	 4TB의 스토리지 용량은 고해상도 카메라는 물론,	시스템당 최대	16개 드라이브와  

드라이브당 최대	32개 카메라 지원		

•	 RAID가 지원되는 멀티 드라이브 시스템에	RV	센서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작동	

•	 연평균 고장률(AFR)을	1%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쉬지 않고 동작 가능

•	 시동 시	2A	전류 제한으로 내장된 시스템 전원 장치 사용 지원

•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는 빠른 준비시간

•	 유휴3	스핀 제어 기능은 대기 모드에서 전원을 켤 수 있도록 하거나 보관 기간에  

스핀다운 기능을 작동시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신뢰성 향상

주요 적용 분야

•	 NVR

•	 내장	SDVR	

•	 하이브리드	SDVR

•	 보안	감시	DVR

데이터 시트

Surveillance HDD



사양 4TB1 3TB1 3TB1 2TB1 1TB1

마케팅 이름 Surveillance HDD Surveillance HDD SV35 Series™ SV35 Series SV35 Series

모델 번호 ST4000VX000 ST3000VX002 ST3000VX000 ST2000VX000 ST1000VX000
인터페이스 SATA 6Gb/s SATA 6Gb/s SATA 6Gb/s SATA 6Gb/s SATA 6Gb/s
멀티세그먼트 캐시(MB) 64 64 64 64 64
섹터 당 바이트 수 4,096 4,096 4,096 4,096 4,096

보안 감시 성능

RV(Rotational Vibration) 센서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드라이브 베이 지원 1 ~ 16 1 ~ 16 1 ~ 6 1 ~ 6 1 ~ 6

카메라 지원 최대 32 최대 32 최대 32 최대 32 최대 32

탐색 시간, 평균 읽기(ms) <9.5 <9.5 <8.5 <8.5 <8.5

탐색 시간, 평균 쓰기(ms) <9.5 <9.5 <9.5 <9.5 <9.5

평균 데이터 전송 속도, 읽기/쓰기(MB/s) 146 146 156 156 156

최대 지속 데이터 전송 속도, OD 읽기(MB/s) 180 180 210 210 210
전압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5V)  ±5%  ±5%  ±5%  ±5%  ±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12V)  ±10%  ±10%   +10%/−7.5%  +10%/−7.5%   +10%/−7.5%
전원 관리

시동 전력(A) 2.0 2.0 2.0 2.0 2.0

작동 모드, 일반(와트) 5.6 5.6 8.0 8.0 5.90

유휴 평균(와트) 4.0 4.0 5.40 5.40 3.36

대기 모드(와트) 0.5 0.5 0.75 0.75 0.63

수면 모드(와트) 0.5 0.5 0.75 0.75 0.63
환경

온도 
    작동(주변, 최저 °C) 
    작동(드라이브 케이스, 최고 °C) 
    비작동(주변, 최저 °C)
    비작동(주변, 최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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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로드/언로드 사이클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판독 비트 당 복구 불가능 읽기 오류(최대) 1/1014 1/1014 1/1014 2/1014 3/1014

연간 오류율(AFR)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1% 미만

가동 시간 8,760 8,760 8,760 8,760 8,760

유한 보증(년) 3 3 3 3 3
규격

높이(mm/인치) 26.11/1.028 26.11/1.028 26.11/1.028 26.11/1.028 20.17/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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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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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g/파운드) 610/1.345 610/1.345 626/1.38 626/1.38 400/0.88

카톤 단위 수량 20 20 20 20 25

팔레트 당 카톤박스 개수 40 40 40 40 40

레이어 당 카톤박스 개수 8 8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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