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주요  적용적용  분야분야

1 ~ 8베이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NAS)
데스크톱 RAID 및 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스토리지
개인 클라우드

3.5 HDD 데이터 시트

가정용, 
SOHO 및 SMB NAS 인클로저의 민첩함

IronWolf™는 NAS라면 어떤 용도에나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
다. 강력하고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확장 가능한 상시 작동 성능
에 익숙해지세요. 광범위한 용량으로 제공되어 다중 드라이브 환경에
서도 무리 없이 다룰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AgileArray ™ 로로  NAS에에  최적화되었습니다최적화되었습니다 . AgileArray는 다중 베이 환경에서 이중 평면
밸런싱과 RAID 최적화에 맞춰 구축되어 있으며 가능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전력 관리 기능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IronWolf Health Management로로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NAS를를  보호하세요보호하세요 . 예방, 조작 및 복구 기
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1

고성능고성능  이란 NAS에 작업 부하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에도 사용자에게는 지연 시간 또는 중
단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agate는 NAS 드라이브 포트폴리오 부문에서
최고의 성능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2

회전회전  진동진동 (RV) 센서센서 . 동급 최초의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동급 드라이버 중 최초로 RV 센서
를 탑재하여, 멀티 드라이브 NAS 인클로저에서 고성능을 유지합니다.3

최대최대  16TB의의  다양한다양한  용량으로용량으로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 용량 옵션이 더 많다는 것은 예산에 맞춰 선
택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Seagate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NAS 사용 사례에 맞춰 확
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중다중  사용자사용자  환경에서환경에서  더더  많은많은  성과를성과를  내세요내세요 . IronWolf는 연간 180TB의 작업 부하율을
제공합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NAS 서버를 믿고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
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로페셔널이든 중소기업이든, IronWolf가 작업 부하를 감당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시상시  작동작동 , 상시상시  액세스액세스  가능한가능한  성능을성능을  위해위해  제작되었습니다제작되었습니다 . NAS에 저장해둔 데이터
에 원격으로나 현장에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TBF 100만만  시간시간 , 3년년  제한제한  보증보증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절약되어 데스크톱 드라이브 대비
총소유비용(TCO)이 절감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해당 Seagate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 성능은 사용자의 하드웨어 구성 및 운영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4, 6, 8, 10, 12, 14 및 16TB 모델이 포함됩니다.



사양 16TB 14TB 12TB 10TB 8TB

용량 16TB 14TB 12TB 10TB 8TB

표준 모델 번호 ST16000VN001 ST14000VN0008 ST12000VN0008 ST10000VN0008 ST8000VN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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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성능

드라이브 베이 지원 1~8베이 1~8베이 1~8베이 1~8베이 1~8베이

다중 사용자 기술 180TB/연 180TB/연 180TB/연 180TB/연 180TB/연

회전 진동(RV) 센서 예 예 예 예 예

이중 평면 밸런스 예 예 예 예 예

오류 복구 제어 예 예 예 예 예

최대 지속 전송 속도 OD(MB/s) 210MB/s 210MB/s 210MB/s 210MB/s 210MB/s

회전 속도(RPM) 7,200 7,200 7,200 7,200 7,200

캐시(MB) 256 256 256 256 256

신뢰성

로드/언로드 사이클1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복구 불가능 읽기 오류 발생률(최대) 1/10(15) 1/10(15) 1/10(15) 1/10(15) 1/10(15)

가동 시간 8,760 8,760 8,760 8,760 8,760

작업 부하 속도 제한(WRL) 180 180 180 180 180

평균 무고장 시간(MTBF, 시간 단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제한 보증(년) 3 3 3 3 3

전원 관리

시작 전류, 일반(12V, A) 1.8 1.8 1.8 1.8 1.8

평균 작동 전력(와트) 7.3W 7.3W 7.8W 7.8W 8.8W

유휴 평균(와트) 5.3W 5.3W 5W 5W 7.6W

대기 모드/수면 모드, 일반(와트) 0.8/0.8 0.8/0.8 0.8/0.8 0.8/0.8 0.6/0.6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5V) ±5% ±5% ±5% ±5% ±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12V) ±10% ±10% ±10% ±10% ±10%

환경/온도

작동(주변, 최저 °C) 5 5 5 5 5

작동(드라이브 케이스, 최고 °C)2 70 70 70 70 70

비작동(주변, 최소 °C) -40 -40 -40 -40 -40

비작동(주변, 최고 °C) 70 70 70 70 70

무할로겐 예 예 예 예 예

환경/충격

작동/비작동 충격: 2ms(최대) 50Gs/200Gs 50Gs/200Gs 70Gs/250Gs 70G/250G 70Gs/250Gs

환경/소음

유휴(일반)3 2.8bel 2.8bel 1.8bel 1.8bel 2.8bel

탐색(일반) 3.0bel 3.0bel 2.8bel 2.8bel 3.2bel

규격

두께(mm/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너비(mm/인치, 최대)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길이(mm/인치, 최대)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무게(g/파운드, 일반) 670g/1.477파운드 670g/1.477파운드 690g/1.521파운드 690g/1.521파운드 722g/1.59파운드

카톤 단위 수량 20 20 20 20 20

팔레트당 카톤박스 개수/레이어당 카톤박스 개수 40/8 40/8 40/8 40/8 40/8

1 600,000 사이클에 대한 로드/언로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2 Seagate는 케이스 온도가 60°C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환경에서 드라이브 작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작동할수록 제품의 유효 수명이 줄어듭니다.

3 유휴 1 상태에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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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8TB 6TB 4TB 3TB 2TB

용량 8TB 6TB 4TB 3TB 2TB

표준 모델 번호 ST8000VN0022 ST6000VN0033 ST4000VN008 ST3000VN007 ST2000VN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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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성능

드라이브 베이 지원 1~8베이 1~8베이 1~8베이 1~8베이 1~8베이

다중 사용자 기술 180TB/연 180TB/연 180TB/연 180TB/연 180TB/연

회전 진동(RV) 센서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중 평면 밸런스 예 예 예 예 예

오류 복구 제어 예 예 예 예 예

최대 지속 전송 속도 OD(MB/s) 210MB/s 210MB/s 180MB/s 180MB/s 180MB/s

회전 속도(RPM) 7,200 7,200 5,900 5,900 5,900

캐시(MB) 256 256 64 64 64

신뢰성

로드/언로드 사이클1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복구 불가능 읽기 오류 발생률(최대) 1/10E15 1/10(15) 1/10(14) 1/10E14 1/10(14)

가동 시간 8,760 8,760 8,760 8,760 8,760

작업 부하 속도 제한(WRL) 180 180 180 180 180

평균 무고장 시간(MTBF, 시간 단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제한 보증(년) 3 3 3 3 3

전원 관리

시작 전류, 일반(12V, A) 1.8 1.8 1.8 2 2

평균 작동 전력(와트) 8.8W 8.1W 4.8W 4.8W 4.3W

유휴 평균(와트) 7.6W 7.2W 3.95W 4.8W 3.56W

대기 모드/수면 모드, 일반(와트) 0.6/0.6 0.6/0.6 0.5/0.5 0.5/0.5 0.5/0.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5V) ±5% ±5% ±5% ±5% ±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12V) ±10% ±10% ±10% ±10% ±10%

환경/온도

작동(주변, 최저 °C) 5 5 5 5 5

작동(드라이브 케이스, 최고 °C)2 70 70 70 70 70

비작동(주변, 최소 °C) -40 -40 -40 -40 -40

비작동(주변, 최고 °C) 70 70 70 70 70

무할로겐 예 예 예 예 예

환경/충격

작동/비작동 충격: 2ms(최대) 70G/250G 70Gs/250Gs 80Gs/300Gs 80Gs/300Gs 80Gs/300Gs

환경/소음

유휴(일반)3 2.7bel 2.7bel 2.3bel 2.3bel 1.9bel

탐색(일반) 2.8bel 2.8bel 2.5bel 2.5bel 2.1bel

규격

두께(mm/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26.11mm/1.028인치

너비(mm/인치, 최대)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101.85mm/4.01인치

길이(mm/인치, 최대)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146.99mm/5.787인치

무게(g/파운드, 일반) 780g/1.72파운드 705g/1.55파운드 610g/1.345파운드 610g/1.345파운드 535g/1.18파운드

카톤 단위 수량 20 20 20 20 20

팔레트당 카톤박스 개수/레이어당 카톤박스 개수 40/8 40/8 40/8 40/8 40/8

1 600,000 사이클에 대한 로드/언로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2 Seagate는 케이스 온도가 60°C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환경에서 드라이브 작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작동할수록 제품의 유효 수명이 줄어듭니다.

3 유휴 1 상태에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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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1TB

용량 1TB

표준 모델 번호 ST1000VN002

인터페이스 SATA 6Gb/s

기능 및 성능

드라이브 베이 지원 1~8베이

다중 사용자 기술 180TB/연

회전 진동(RV) 센서 아니요

이중 평면 밸런스 예

오류 복구 제어 예

최대 지속 전송 속도 OD(MB/s) 180MB/s

회전 속도(RPM) 5,900

캐시(MB) 64

신뢰성

로드/언로드 사이클1 —

복구 불가능 읽기 오류 발생률(최대) 1/10(14)

가동 시간 8,760

작업 부하 속도 제한(WRL) 180

평균 무고장 시간(MTBF, 시간 단위) 1,000,000

제한 보증(년) 3

전원 관리

시작 전류, 일반(12V, A) 1.2

평균 작동 전력(와트) 3.76W

유휴 평균(와트) 2.5W

대기 모드/수면 모드, 일반(와트) 0.5/0.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5V) ±5%

전압 공차, 노이즈 포함(12V) ±10%

환경/온도

작동(주변, 최저 °C) 5

작동(드라이브 케이스, 최고 °C)2 70

비작동(주변, 최소 °C) -40

비작동(주변, 최고 °C) 70

무할로겐 예

환경/충격

작동/비작동 충격: 2ms(최대) 80G/300G

환경/소음

유휴(일반)3 2.1bel

탐색(일반) 2.3bel

규격

두께(mm/인치) 20.2mm/0.795인치

너비(mm/인치, 최대) 101.85mm/4.01인치

길이(mm/인치, 최대) 146.99mm/5.787인치

무게(g/파운드, 일반) 415g/0.915파운드

카톤 단위 수량 25

팔레트당 카톤박스 개수/레이어당 카톤박스 개수 40/8

1 600,000 사이클에 대한 로드/언로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2 Seagate는 케이스 온도가 60°C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환경에서 드라이브 작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작동할수록 제품의 유효 수명이 줄어듭니다.

3 유휴 1 상태에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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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S1904.13-1905KR 2019년 5월


	주요 이점
	주요 적용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