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 IS POTENTIAL

A New Way to Data
엣지부터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Seagate가 선사하는
최적의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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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B, Seagate, 20215MB, IBM, 1956
305 RA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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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스토리지 요구량 증가

1st Platform

Mainframe

1.0

2nd Platform

Client-Server

2.0

3rd Platform

Mobile-Cloud

3.0

4th Platform

Edge

4.0
the edge is here.
IT 4.0: The r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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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B
Per day

Up to

32TB
Per AV / day

1PB
Per day

다양한 Edge 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스토리지 트렌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100GB
Per genome

자율주행 차량

인간 게놈

Sources: Smart Factory, Dell; Autonomous Vehicle, Renovo; Smart City, IDC; Human Genomics, Source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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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입증된 신뢰성

모듈방식 스토리지 인클로저 하이브리드 어레이 초대용량 스토리지 플랫폼

지난30년간
100만대공급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수의
제조사들과협업

Seagate는 대형 스토리지 제조사에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수직적 통합

장기적 전략적 우선순위를
전사적 차원에서 부여합니다.

이제
Seagate
브랜드로

거듭납니다!

뛰어난 회복능력 기복없이 지속적인성능 고도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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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다양한 요건에 대응하도록 JBOD, RAID나 자체 연산모듈 등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

Seagate 스토리지 : 커스터마이즈가 용이한 모듈형 구성방식

컨트롤러인클로저저장 매체

HDD

SSD

4U106 LFF  (3.5”)

5U84 LFF (3.5”)

2U12 LFF (3.5”)

2U24 SFF (2.5”)

연산용 모듈
(x86 컨트롤러)

IO 모듈 (JBOD)

데이터 저장 및 보호 모듈
(RAID / ADAPT / Covault)



77

Seagate 스토리지 : 커스터마이즈가 용이한 모듈형 구성방식

2U 크기의 인클로저에
24개의 고성능 SSD 장착

2U24

AFA 구성으로
최고의 IOPS 제공

2U 인클로저에
12개의 3.5” HDD 장착

2U 인클로저에 24개의
2.5” HDD 또는 SSD 장착

니어라인 HDD로
낮은 저장비용 보장

2.5”HDD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어레이 구성

2U122U24

5U 인클로저에
3.5” HDD 84개 장착

고밀도 스토리지 디자인으로
더 낮은 저장비용 보장

5U84

5U 인클로저에
3.5” HDD 106개 장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표준 플랫폼

4U100/106

RAID 컨트롤러

Model

3005: 저예산용 모델

4005: 표준형 모델

5005: 고성능 모델

SAS 12G

FC 16G

iSCSI 10G

I/O (JBOD) 컨트롤러

HA 구성을 위한 듀얼 컨트롤러 구성

최대 28.8GB/s의 I/O 대역폭

(12G SAS 6포트)

SAS 12G

x86 컨트롤러

SDS 구성을 위한 x86 서버

사용자 고유의 스토리지 구축 가능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

X E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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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peed. Solid. Impressive.

Nytro X 2U24   |   367TB /1단

엔트리 수준의 가격으로 중요한 워크로드를 위해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올 플래시 어레이 시스템

Ideal For

데이터센터, 가상화
워크로드, 대용량
트랜잭션, 짧은 지연시간
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

특장점
▪ 250ms의 매우 낮은 대기

시간으로 제한없는 데이터
액세스 제공

▪ 기존 RAID보다 최대 95% 더
빠른 리빌딩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Seagate ADAPT 
데이터 보호기능을 탑재하여
데이터의 지속적 가용성 보장

▪ 용량과 속도를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핫스왑
기능의 Seagate SSD

▪ 5단계면 충분한 신속한
설정과 유지보수 지원을
최소화한 설계로 시간 절약

▪ 배송 전에 면밀히 검증되는
신뢰할 수 있는 부품들

Industries

비디오 감시,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프라이비트
클라우드, 소규모 금융권 등

뛰어난 IOPS를 제공하는 2.5” 드라이브로
더 높은 IOPS와 더 높은 저장밀도를 경험해 보세요!

Seagate Nytro™ 15.3TB 드라이브 24개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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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 Exos™ 18TB 드라이브 84개 적용 시

Efficient. Agile. Scalable.

Seagate만의 ADAPT 데이터 보호 기술을 탑재하여
디스크 리빌딩 중 성능 저하를 95%까지 낮춤으로써

데이터를 언제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장해 드립니다.

Ideal For

데이터센터, 아카이브, 
제도&엔지니어링 등의
고밀도/고성능 업무환경

특장점
▪ 단일 인클로저에서 1PB 

용량의 데이터를 호스팅
가능하므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확장을 도와드립니다.

▪ 실시간 데이터 티어링
옵션으로 핫 및 콜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 최대 7GB/s의 순차 읽기, 
5.5GB/s의 순차 쓰기 성능의
이중 결함허용 컨트롤러

▪ RAID보다 훨씬 빠른 디스크
리빌딩을 통해 다운타임을
줄여주는 Seagate ADAPT 
데이터 보호 기술

▪ 핵심적인 엔터프라이즈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주는 복제
및 스냅 샷 기능

Exos X 5U84    |   1.5PB /1단

매우 낮은 TCO로 최대 용량과 성능을 제공하는
초고밀도 지능형 어레이 시스템

Add pic – need from Jeff A

Industries

대중교통, 보건의료, 대규모
금융, 제조, 데이터
처리업무, 클라우드, 
커넥티드 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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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S/W 기능

IP 원격복제
기존의 IP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복제 기능

스냅샷
특정시점 볼륨 복제 이미지와

효율성 향상

FC 원격복제
비동기 방식

티어링
적은 하드웨어 비용으로

뛰어난 성능향상 제공

볼륨 복제 컨트롤러 기반
암호화 기능

336 드라이브 ALUA
(Asymmetric Logical Unit 

Access)

Linear/
Virtual Mix

ADAPT
HDD 장애시에도 핵심 업무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최대 10배 빠른 리빌딩

씬 프로비저닝
스토리지 자원의 활용율을 높이면서

전체 자원과 운영비용 감소

SSD Read Cache
읽기 성능의 극적인 향상

소프트웨어 옵션

포함포함

포함 포함포함

포함포함 포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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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스케일 스토리지를 위한 40년 이상의 기술 혁신

• 성공적인 공통 플랫폼

• 18TB 출시

• 20TB 이상 용량 확장

• 평균 20% 이상의 기록밀도 향상

• 20TB 제품 출시 예정

• 2026년에 50TB, 2030년에 100TB 지원 예정

• 듀얼 액추에이터 기술

• 드라이브 성능 2배 향상

• Cloud/Edge 환경에 대량 공급 예정

• 효율적인 공급망 확립

• 자체개발 ASIC 디자인

• 제반 소프트웨어 개발

PMR H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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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하이퍼 스케일
블록 스토리지

• Autonomy : 드라이브 장애 시 자동 격리 및
복구 기능의 ADR기술과 빠른 드라이브
리빌드를 위한 ADAPT 지원

• Acceleration : 14GB/s, 12GB/s R/W,  
17,680 IOPS, 디스크 장애 시 신속한 리빌드

• Availability : 99.999% 가용성

• Assurance : Seagate Secure® 탑재

• Affordability : 4U에서 물리용량 2.1PB,
가용량 1.7PB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공간
활용 및 TB 당 저장비용의 획기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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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하이퍼 스케일 블록 스토리지

Seagate Secure

• 도입에서 폐기 과정 전반에 걸친 보안

• 100% SED 드라이브 포함

정교하게설계된섀시

• 진동과소음간섭, 열과불규칙한전원간섭등으로부터보호함으로써

드라이브와시스템성능극대화

• 컨트롤러, 전원및냉각팬등핫스왑가능한이중화컴포넌트

ASIC 기반 컨트롤러

• 초고효율, 고집적 6세대 아키텍처

Autonomic Distributed 

Allocation Protection Technology

• EC, 디클러스터드 패리티로

더 적은 오버헤드와 최대 95% 이상

빠른 드라이브 리빌드

ADAPT

자가치유 드라이브

• Autonomous Drive Regeneration 

(ADR) 기술

• 대용량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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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vault Test Background – Lustre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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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 – Lustre Paralled Fi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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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vault Test Background – GPF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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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 – GPF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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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병렬처리 파일시스템 – Powered by Exos Corvault

MDT, 2U24 AFA 46TB
MDS #1

MDS #2

데이터 처리 노드
x86 서버 18대

관리 콘솔

HDR Infiniband 스위치
200Gb 40포트

마스터 노드

클러스터 시스템

마스터노드 (1)
데이터 처리 노드 (18)

네트워크시스템

Infiniband 스위치 (1)
1G 스위치 (2)

병렬파일 시스템

MDS / OSS (4)
MDT (1) OST (2)

사용자
네트워크

1G 이더넷 스위치

스토리지 노드
Lustre File system

OST #1, Corvault 1.9PB 

OST #2, Corvault 1.9PB 

OSS #1

OSS #2

디스플레이 제어노드 파일관리 노드

디스플레이 노드
x86 서버 13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디스플레이 제어 노드 (1)
디스플레이 노드 (13)

1Gb Ethernet 내부

Infiniband HDR

10Gb Network

12G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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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MDT 통합하기

MDT, 2U24 AFA 46TB
MDS #1

MDS #2

컨버지드 MDS/MDT AFA 46TB

HA를 지원하는 컨버지드 스토리지 인프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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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 2U&5U AP : AP-BV-1 ‘Bonneville’ 컨트롤러

BGA “ROME” 패키지 기반의 AMD SP4 EPYC CPU 디자인

4 x DDR4 - 3200MHz DIMM slots  - 16, 32, 64GB DIMM 지원

PCI Express Gen 3 (CPU SKUs를 통한 Gen4 패스 내장)

12G SAS 아키텍처

일원화된 시스템 관리 – 기능 및 시스템 호환

보드 내장형 Broadcom Dual Port 10/25GbE I/O 포트

관리 및 데이터용 2 x 1GbE 보드 내장형 포트

확장 슬롯 : PCI Express Gen 3/4 x16 호스트 인터페이스 슬롯

OCP v2.0 PCI Gen ¾ x16 인터페이스 슬롯

SAS 인프라스트럭처: x16 PCIe Lanes to 12G Broadcom SAS “Mercator” 컨트롤러

듀얼 12G x4 Mini-SAS HD 외부 확장 포트

PCI Express x16 내장형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리던던트 Boot / Log 용 싱글 또는 듀얼 M.2 SSD

12G SAS 인클로저 제품군(2U12, 2U24, 5U84)과 호환

AP-3212-BV
2U12

AP-3224-BV
2U24

AP-3584-BV
5U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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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 2U&5U AP : AP-BV-1 ‘Bonneville’ 컨트롤러

CPU 모듈 4 DIMM 슬롯 PCIe Riser 슬롯

OCP Card & Slot 후면 온보드 I/O 커넥터Dual NVMe M.2 SSD 보드 (Boot 영역)

10/25GbE
NIC포트 2개

1GbE NIC 포트 2개

OCP 2.0 
Mezzanine

mSAS
HD포트 2개

USB 3.0
2개

PCIe Gen4 
x16 LP

mHDMI & 
3.5mm RS232

확장카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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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 2U&5U AP : AP-BV-1 ‘Bonneville’ 컨트롤러

Bronze Silver Gold Gold+ Platinum

프로세서
AMD Epyc 7292P
8 Core @ 2.0GHz

AMD Epyc 7292P
12 Core @ 2.0GHz

AMD Epyc 7292P
16 Core @ 2.0GHz

AMD Epyc 7292P
16 Core @ 2.0GHz

AMD Epyc 7292P
16 Core @ 2.0GHz

메모리
32GB
(8GB DDR4 x 4, 3.2GHz)

64GB
(16GB DDR4 x 4, 3.2GHz)

128GB
(32GB DDR4 x 4, 3.2GHz)

128GB
(32GB DDR4 x 4, 3.2GHz)

256GB
(32GB DDR4 x 4, 3.2GHz)

내장 SSD 256GB M.2 NVMe SSD (Boot 영역)

I/O포트 온보드 : NVidia CX4 10/25GbE SFP+ 포트 2개, Marvel RJ45 1GbE 포트 2개

확장슬롯

✓ PCIe Gen4 x16 PCIe 
슬롯 1개 (open)

✓ OCP 2.0 Gen4 x 8 슬롯
1개 (open)

✓ PCIe Gen4 x16 PCIe 
슬롯 1개 (open)

✓ OCP 2.0 Gen4 x 8 슬롯
1개 (open)

✓ 50/40/25/10GbE 2포트
NVidia CX5 QSFP PCIe 
카드 1개

✓ OCP 2.0 Gen4 x 8 슬롯
1개 (open)

✓ 100/50/40/25/10GbE
2포트 NVidia CX5 QSFP
PCIe 카드 1개

✓ OCP 2.0 Gen4 x 8 슬롯
1개 (open)

✓ 100/50/40/25/10GbE
2포트 NVidia CX5 QSFP
PCIe 카드 1개

✓ OCP 2.0 Gen4 x 8 슬롯
1개 (open)

I/O 옵션 ✓ Broadcom SAS HBA (16i), OCP additional single port 100GbE

서브시스템 Storage Subsystem : Broadcom SAS 3816 PCIe Gen4 12G SAS Controller to Microsemi PM8055 48 lane SAS Exp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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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컨트롤러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풀 구성 : HA환경

전체드라이브풀을두대의 AP 컨트롤러에서공유하는
HA 환경구현

✓ 더적은컴포넌트, 

Fail-over와

핫스왑기능으로

장애요인의획기적

감소

✓ 적응형냉각기술로

시스템신뢰성증가

AP Controller A AP Controller B

✓ 신뢰도증가를위해

NVDIMM을활용한

영구적인메모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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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AP 컨트롤러에배타적인저장공간을할당해서
독립된이중화서버환경구현

AP Controller A AP Controller B ✓ 더적은컴포넌트, 

Fail-over와

핫스왑기능으로

장애요인의획기적

감소

✓ 적응형냉각기술로

시스템신뢰성증가

✓ 신뢰도증가를위해

NVDIMM을활용한

영구적인메모리

기능

AP 컨트롤러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풀 구성 : 이중화 서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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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

Edge-to-Cloud Mass Capacity Platform

엔드포인트에서 엣지를 거쳐
코어로의 대량 데이터 전송

프라이비트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대용량 스토리지

Equinix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Metro Edge에서 Cloud St-aaS 제공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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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데이터를 집계, 저장, 이동 및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량 에지 스토리지 솔루션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비용 지불

데이터의 전송 목적지 선택 가능

확장 가능한 모듈 방식

대용량 데이터 세트를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전송

비용 효율적인 가입형 모델

네트워크 종속성 없이 데이터 전송 시간 단축

데이터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방안, LYV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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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Array

• 60TB, 96TB (HDD)

• 46TB, 92TB (SSD)

• 완전 밀폐형 6베이 어레이

• 전용 PCIe, Thunderbolt 3, 
USB-C 포트

• 최대 6GB/s 처리량

• TCG Enterprise 암호화

• SED AES 256-bit 암호화

• 견고한 케이스 포함

Shuttle

• 16TB HDD

• 8TB SSD

• USB-C (×2), 10GigE (x1)

• 3-in-one device 

• e-Ink 스크린

• SED AES 256-bit 암호화

• TCG Opal 암호화

• 견고한 케이스 포함

Rackmount Receiver

• LYVE Mobile Arrays용 개별 슬롯
2개

• SAS, FC 및 iSCSI 지원

• 관리용 네트워크 포트 2개

• 전원 이중화

• 손쉬운 슬롯 탈착을 위한 롤러 시스템

• 소프트 클로즈 잠금 메커니즘

• 4U, 19” 표준 랙에 호환되는 크기

PCIe Adapter & Mount

• 차량에 직접 부착되는 맞춤형
디자인의 전용 마운트와 모바일
어레이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동글

• SFF-8644 SAS3 1M 케이블 용
PCIe 포트

• Windows10과 Linux 서버에서
호환 가능한 8 × PCIe Gen3 레인

포함된 LYVE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및
LYVE Portal 사용자 이름으로 관리

LYVE Mobile 스토리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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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VE Drive Shuttle

파일 임포트

Lyve Pilot Server/Portal

기기 등록 및
LYVE Pilot 운영 제어

Export to S3

Lyve Pilot – 데이터와 저장장치 오케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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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X란?

• CORTX

• S3 호환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

• Apache2/AGPLv3 라이선스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 테스트 용 VM이미지 제공

https://github.com/Seagate/cortx

• Seagate 오브젝트 스토리지

• HW + SW 레퍼런스 아키텍처

• 100% 오픈소스 기반의 CORTX 탑재

• 2U24, 5U84, 4U106 등

다양한 인클로저를 활용한 유연한 구성

Seagate 오브젝트 스토리지, LYVE Rack

https://github.com/Seagate/co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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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loud

Compute Cloud

Public Cloud

Storage Cloud

라이브 클라우드는 고객들이 이미 사용중인

프라이비트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운영됩니다.

거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함에 있어

라이브 클라우드는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쉽고도 매끄러운 연결과 상호운용성은

데이터가 갖는 힘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멀티클라우드 전략의 완벽한 파트너, LYV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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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 LYVE Cloud의 가격체계

요금체계 Tier #1 Tier #2 Tier #3 Tier #4

월 500TB 이상 저장 시 스토리지 요금 (No Access)
$ 0.023 /GB
$ 23 /TB

$ 0.018 /GB
$ 18 /TB

$ 0.005 /GB
$ 5 /TB

$ 0.002 /GB
$ 2 /TB

GB 당데이터검색(retrieval) 비용
$ 0.01 /GB
$ 10 /TB

$ 0.011 /GB
$ 11 /TB

$ 0.022 /GB
$ 22 /TB

S3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 송신 시 GB 당 비용 ~9.9TB $ 0.126, ~40TB $ 0.122, ~100TB $ 0.117, 150TB~ $ 0.108

S3에서 데이터 송신 비용 GB 당 $0.08

오브젝트 1000개 당 PUT, COPY, POST, LIST 요청 $ 0.0045 $ 0.01 $ 0.03258 $ 0.06

오브젝트 1000개 당 GET, SELECT 및 기타 모든 작업 $ 0.00035 $ 0.001 $ 0.00035 $ 0.00035

오브젝트 1000개 당 수명주기 전환요청 $ 0.01 $ 0.03258 $ 0.06

오브젝트 1000개 당 데이터 검색 요청
긴급 $ 11.00
표준 $ 0.3258
대량 $ 0.0275

표준 $ 0.1086
대량 $ 0.0275

Tier #3와 Tier #4는 각각 최소 90일 및 180일 동안 저장되며 그 이전에 삭제, overwrite 되거나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관된 객체는 남은 기간의 스토리지 비용에 해당하는 비례 할당요금 부과

사용 용량기준
과금

포 함

포 함

포 함

포 함

포 함

포 함

포 함

해당 없음

Cloud Storag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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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ate가 만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LYVE Cloud

여러 지역에서 사용 가능 데이터 셔틀을 이용한 빠른
데이터 인제스트 또는 퇴거

균일하고 예측 가능한 이용 요금

S3 / REST API
완벽 호환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락-인 또는
탈퇴 수수료 없음

완벽한 개인 정보 보호 ;
IS27001, SOC2 인증

11 9s 데이터 내구성

개방형 표준 API 적용으로
풍부한 에코시스템과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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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복구 및 클라우드 DR을 위한 LYV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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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과 백업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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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X 기반의 시스템 포트폴리오, LYVE™ Drive 

LYVE Pilot : 간소함, 효율성, 그리고 보안

TERABYTES PETABYTES EXABYTES

HAMR & MACH.2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거대용량 저장장치의 혁신

ENDPOINT EDGE CORE

LYVE Pilot Data Orchestration

Technology Stack

핵심 기술
Velos AISC
Erasure Code Engine

ADAPT
가상화 된 데이터 보호 및
디바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LYVE CORTX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형
스토리지 관리기능.
(오브젝트 저장, Key값 저장, 
파일 서비스과 클러스터 관리)

DTaaS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와 엣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관해주는 혁신적인 모듈 시스템

On Prem/On Demand
엣지와 코어 데이터 저장을 위한

거대용량 저장소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통합



Seagate는 데이터 경제에서
세계의 가치창조를 돕습니다

Seagate는 효율적이고원활하고안전한클라우드데이터
운영을위한대용량스토리지플랫폼을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